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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는 스위치 소프트웨어 릴리스 8.4.x 이상을 사용하는 Cisco BPX 8600 Series BXM(Switch
Broadband Switch Module)용 ATM 연결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가이드입니다.

Cisco BPX 8600 Series 스위치에서 ATM 연결 구성이 스위치 소프트웨어 릴리스 8.1.x에서 9.2.x로
변경되었습니다.ATM Forum 호환 BXM 카드가 스위치 소프트웨어 릴리스 8.4와 함께 도입되었을
때 많은 변경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BXM, ASI 및 BNI 카드의 이전 버전에서는 ATM과 같은 독점적
인 셀 구조와 감독 메커니즘을 사용했습니다.이 문서에서는 BXM을 사용하는 8.4.x 이상 네트워크
에 대한 ATM 서비스를 개괄적으로 소개합니다.

ATM 연결에 대한 Cisco WAN Manager(이전의 SV+) Connection Manager 값이 범위 내에서 제한
되므로 이 문서에서는 이러한 값을 다루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의 참조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Leaky Bucket Colloquial, 업계 용어●

약어●

개념 및 정의●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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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정보

누수 버킷

고객이 ATM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트래픽 계약이 계약됩니다.이 트래픽 계
약은 사용자의 트래픽이 미리 정의된 매개 변수(예:

피크 셀 속도(PCR)●

CDVT(Cell Delay Variation Tol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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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가능한 셀 속도(SCR)●

최대 버스트 크기(MBS)●

계약에 대한 고객 트래픽 준수는 ATM 네트워크에 대한 인그레스(ingress)에서 수행됩니다.ATM 네
트워크에 트래픽이 허용되면 목적지로 전송될 것입니다.

트래픽 계약은 BXM(Broadband Switch Module) RCMP(Routing Control, Monitor, Policing) 칩에 의
해 시행됩니다.이 칩은 모든 ATM 연결에 대한 트래픽 폴리싱 또는 선별 기능을 수행합니다.

"Dual Leaky Bucket"은 트래픽 계약에 지정된 매개변수 집합에 대한 셀 흐름의 적합성 검사에 사용
되는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구어적 용어입니다.추가 정의는 Leaky Bucket Colorquial,
Industry Slue Terms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셀이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속도는 PCR 또는 SCR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누수 속도"에 따라 결정됩
니다.셀 버스트는 CDVT 또는 MBS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버킷 깊이"에 의해 결정됩니다.

PCR, CDVT, SCR 및 MBS의 매개변수는 cnfcon 명령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구성할 수 있으며 스위
치 소프트웨어에서 BT(Burst Tolerance)를 파생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버스트 허용치는 두 번째 누
수가 있는 버킷을 감시하는 데 사용됩니다.BT와 MBS의 관계는 BT = (MBS-1) * (1/SCR - 1/PCR)에
의해 정의됩니다.

PCR, CDVT, SCR 및 MBS의 매개변수 값은 트래픽 계약에 지정된 값을 직접 반영해야 합니다
.PCR, CDVT, SCR 및 MBS의 매개변수 값이 트래픽 계약에 지정된 값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 제공
자 폴리싱으로 인해 특정 값을 초과하는 트래픽이 폐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10Mbps CBR ATM 서비스를 구매하고 해당 통신 사업자에
게 25Mbps의 CBR 트래픽을 제공하도록 장비를 구성하는 경우, 15Mbps의 CBR 트래픽은 서비스
제공자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트래픽 계약 규정 준수를 위한 첫 번째 누수 버킷 화면셀이 트래픽 계약 조건에 맞지 않으면 셀
이 폐기됩니다.CLP(No Cell Loss Priority) 태깅은 첫 번째 누수 버킷에서 수행됩니다.ATM 셀의
CLP 설정은 네트워크를 통한 셀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CLP 설정은 ATM 셀 헤더의 1비트
로서 0 또는 1일 수 있습니다. CLP 비트가 0으로 설정된 셀은 CLP 비트가 1로 설정된 셀보다
네트워크에서 우선순위가 더 높습니다.

●

두 번째 누수가 있는 버킷은 첫 번째 누수가 있는 버킷의 셀을 평가하여 CLP 태깅을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tagged' 셀의 CLP 비트가 1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CBR 연결에는 PCR 및 CDVT 매개변수만 있으므로 CBR 트래픽은 첫 번째 Leaky Bucket에서만 폴
리싱됩니다.아래 다이어그램에는 폴리싱 프로세스를 시각화하는 또 다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다
이어그램에서 Incoming Data는 CPE(고객 구내 장비)에서 오는 ATM 셀을 나타냅니다.

계약 조건에 부합하는 셀은 토큰이 있는 것으로 표시됩니다.토큰이 있는 셀은 첫 번째 Leaky
Bucket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토큰이 없는 셀(CLP 비트가 0 또는 1로 설정되었는지 여부)은 호환되
지 않습니다.

두 번째 Leaky Bucket을 통과하는 모든 셀은 CLP=0 또는 CLP=1 트래픽으로 WAN 스위칭 네트워
크를 통해 전송될 수 있습니다.트렁크 장애 또는 기타 중단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정체 현상이 발생
하여 일부 ATM 셀이 WAN 스위칭 네트워크 내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CLP=1이라는 태그가 지정
된 셀은 CLP=0으로 태그가 지정된 셀보다 먼저 삭제됩니다.

폴리싱 기능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고 WAN 스위칭 네트워크로 들어갈 수 있는 CLP=0 셀에도 예기
치 않은 정체 때문에 버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객 및 서비스 공급자 제어를 벗어난 네트워크 이
벤트로 인해 규정 준수 셀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ATM의 감시를 위한 '신용'제도는 없다.데이터가 10시간 동안 PCR을 초과하여 계속 전송되고 연결
이 14시간 동안 유휴 상태인 경우 14시간 동안 연결에 추가 '크레딧이 할당되지 않아 이전에 대한
'크레딧이' 할당됩니다.

트래픽 처리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오류는 ATM 셀 CLP 비트를 1로 수동으로 설정
하면 셀에서 RCMP 칩에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네트워크에 대한 전송 속도가 증가한다는 것입니
다.Cisco BPX 8600 Series 스위치를 시작하기 전에 ATM 셀 CLP 비트를 1로 구성하면 두 번째
Leaky Bucket에서 셀을 평가해야 하는 필요만 없어집니다.ATM 셀은 여전히 BXM RCMP 칩을 지나
며 다른 트래픽보다 앞서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없다.CLP 비트가 1로 설정된 ATM 셀은 네트워크에
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네트워크 폐기는 일반적으로 이그레스 트렁크 대기열 또는 이그레스
포트 대기열에서 발생합니다.

ATM Traffic Management Specification 버전 4.0을 기반으로 하는 이중 Leaky 버킷 기능



폴리싱 옵션

CBR, VBR 및 ABR ATM 연결 유형의 경우 유형 1, 2, 3, 4 또는 5에 대해 폴리싱을 구성할 수 있습니
다. CBR, VBR 및 ABR 폴리싱 알고리즘이 이 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UBR ATM 연결의 경우 CLP 설정을 사용하여 폴리싱이 구성됩니다.

"cnfc
on"
폴리
싱 유
형

설명

BPX
BXM
연결
유형

ATM
TM
4.0 적
합성
정의

1 CLP=0+1 트래픽에 대한 누수가 있는
버킷의 폴리싱 및 폐기

VBR
,
ABR

VBR.
1

2

CLP=0+1 트래픽의 첫 번째 누수 버
킷에서 폴리싱 및 폐기;CLP=0 트래
픽에 대한 두 번째 누수 버킷에서 폴
리싱 및 폐기

VBR
,
ABR

VBR.
2

3

CLP=0+1 트래픽의 첫 번째 누수 버
킷에서 폴리싱 및 폐기;CLP=0 트래
픽의 두 번째 Leaky 버킷에 대한 폴리
싱 및 태깅

VBR
,
ABR

VBR.
3

4
CLP=0+1 트래픽의 첫 번째 누수 버
킷에서 폴리싱 및 폐기두 번째 누수
가 나는 양동이에 대한 치안 유지.

CBR
,
VBR
,
ABR

CBR.
1

5

폴리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한 번
의 잘못된(비준수) 연결이 다른 사람
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문제
해결에만 사용합니다.

CBR
,
VBR
,
ABR

 

이 다섯 가지 다이어그램에는 폴리싱 유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폴리싱 옵션 1



폴리싱 옵션 2



폴리싱 옵션 3



폴리싱 옵션 4



폴리싱 옵션 5



연결 문제 해결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BXM 트렁크는 BXM 라인과 유사한 dspchstats 기능을 제공합니다.

BXM 모델 F 펌웨어는 dspchstats 명령의 출력에 변경을 적용합니다.

BXM 모델 F에 대한 개선 요청으로 인해 From Network 필드의 RM(Resource Management) 셀이 더
이상 등록 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From Network 카운터는 크로스포인트 스위치에서 받은 사용자
데이터 셀만 등록하고 표시합니다.RM 셀 폐기 또한 TX Clp 0+1 Dscd 및 TX Clp 0 Dscd  제거되었습
니다.

스위치 소프트웨어 릴리스 9.2.x 이상에서는 TX Clp 0+1 Dscd, TX Clp 0 Dscd 및 TX Clp 1 Dscd 카운터
가 dspchstats 화면에서 제거되고 다음 카운터로 교체되었습니다.

Oflw CLP0

Dscd
VC_Q 오버플로(인그레스)로 인해 삭제된 CLP



0 사용자 셀을 수신합니다.
CLP1 DSCD VC_Q 오버플로(인그레스)로 인해 삭제된 CLP

1 사용자 셀을 수신합니다.
NCmp CLP0

Dscd

비호환 CLP 0 사용자 셀이 폴리서(인그레스)에
의해 폐기되었습니다.

NCmp CLP1

DSCD

비준수 CLP 1 사용자 셀이 폴리서(인그레스)에
의해 폐기되었습니다.

인그레스(ingress) 가상 소스/가상 목적지 허용 셀 속도(Igr VSVD ACR) 및 이그레스(egr) VSVD
ACR(virtual source/virtual destination allowed cell rate) 카운터는 VSVD가 활성화된 ABR 연결에만
적용됩니다.VSVD를 구성하려면 사용 가능한 비트 전송률을 참조하십시오.

대상 연결에 대한 dspchstats 정보를 얻으려면 StrataCom 레벨 dcct <connection_number> 명령을
실행하고 마지막 화면으로 스크롤합니다.이 Chan 값을 사용하여 dspchstats
<trunk_slot.trunk_port.This_Chan> 명령을 완료합니다.



상수 비트 전송률(CBR)

CBR 소개

CBR 연결은 ATM 네트워크에서 음성, 비디오 및 회선 에뮬레이션 서비스와 같은 지연 및 지터에 민
감한 TDM(Time Division Multiplex) 트래픽에 사용됩니다.CBR 서비스 범주는 연결 수명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고정 양의 대역폭을 요청하는 연결에 사용됩니다.이 대역폭의 양은 PCR(Peak Cell
Rate)로 특징화됩니다.

트래픽의 TDM 특성 때문에 CBR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상업 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장 비싼 서
비스입니다.WAN 스위칭 장비의 경우 CBR 연결은 구성 및 트러블슈팅을 가장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CBR 서비스에 사용되는 인그레스 VC_Queue가 없습니다.BXM QBIN이 사용됩니다.회선당 VC 셰
이핑(예: 트래픽 셰이핑)이 활성화된 경우 이그레스 VC_Queues가 사용됩니다.WAN 스위치 소프트
웨어 릴리스 9.1 및 9.2의 경우 VC 쉐이핑 기능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트렁크에서 VC 셰이핑을 활
성화하지 마십시오.

CBR 연결은 첫 번째 Leaky Bucket에서 폴리싱되며, 트래픽이 준수하지 않으면 삭제됩니다.모든 비
준수 셀(CLP=0 또는 CLP=1)은 첫 번째 Leaky Bucket에서 폐기됩니다.CCR에서 CBR 서비스가 보
장되므로 두 번째 Leaky Bucket은 CBR 트래픽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그림은 폴리싱 옵
션 4 다이어그램을 참조하십시오.

연결 매개변수

여기에 나열된 매개변수는 cnfcon 표시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표시됩니다.

PCR(0+1):모든 트래픽의 최대 셀 속도입니다.CLP=0 및 CLP=1.●

% 사용률:연결이 PCR(0+1)에서 네트워크로 전송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입니다.●

CDVT(0+1):모든 트래픽에 대한 CDVT입니다.CLP=0 및 CLP=1●

폴리싱:트래픽 계약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트렁크 셀 라우팅 제한:스위치 소프트웨어가 셀 기반 트렁크를 통해 연결을 라우팅할지 여부.●

세부 정보

PCR(0+1):(PCR (0+1)) * (% Util) = CBR 연결을 위해 네트워크에 할당된 대역폭의 양입니다.이는
트렁크의 로드 단위로 표시되며 dspload <trunk_number> 명령을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 사용률:CBR 트래픽의 경우 % Util을 100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CDVT(0+1):ATM 셀 사이의 '덩어리'입니다.일부 라우터는 성능 문제로 인해 CDVT(High Cell Delay
Variation Tolerance) 값(250,000마이크로초)이 필요합니다.음성, 비디오 또는 회선 에뮬레이션 서
비스의 경우 셀을 지속적으로 재생하려면 5,000마이크로초 이하의 CDVT 값이 필요합니다.

CBR 연결을 사용하여 가상 트렁크를 제공하는 경우 가상 트렁크를 사용하는 모든 트래픽 스트림
(예: CBR, VBR, ABR, UBR)을 수용하도록 CDVT를 구성해야 합니다. 500마이크로초와 같은 작은
CDVT 값을 사용하여 가상 트렁크를 전달하는 CBR 연결을 구성하면 가상 트렁크를 통해 이동하는
여러 데이터 스트림에서 트래픽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로드 모델은 CDVT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대역폭을 계산하지 않습니다.CDVT가 1000개의



연결에 대해 최대 25000개로 구성된 경우 네트워크의 실제 부하가 상당히 적습니다.

폴리싱:CBR 연결에는 4(CBR.1) 또는 5(비활성화)로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문제 해결을 위해
cnfcon 명령에서 5를 선택하여 폴리싱을 비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폴리싱이 비활성화된 후에는
잘못된 연결 하나가 포트에서 동일한 유형의 모든 연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항상 폴리싱을 다
시 활성화해야 합니다.

트렁크 셀 라우팅 제한:이 설정은 NTM과 같은 비셀 기반 트렁크를 통해 연결을 라우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예를 들어 Trunk Cell Routing Restrict(트렁크 셀 라우팅 제한)가 Y로 설정된 경
우 연결이 NTM 트렁크를 통해 라우팅되지 않습니다.트렁크 셀 라우팅 제한 매개변수에 대한 기본
설정은 cnfnodevm 셀 추적 제한 매개변수 41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매개변수는 해당되지 않
으며 로컬(예: DACs-type) 연결에 표시되지 않습니다.문제 해결을 위해 dspchcnf 명령을 사용하여
연결의 양쪽 끝에서 Trunk Cell Routing Restrict 설정을 확인합니다.

스크린샷

1000CPS, 500CPS의 PCR 및 폴리싱 옵션 4로 설정된 수신 트래픽과 관련된 샘플 CBR 연결입니
다. NonCompnt Dscd는 제공된 트래픽 속도의 약 1/2입니다.

수신 트래픽이 1000CPS, 500CPS의 PCR 및 폴리싱 옵션 5로 설정된 샘플 CBR 연결입니다.



dspchstats 세부 정보

스위치 소프트웨어 릴리스 9.2.x 이상에서는 Tx Clp 0+1 Dscd, TX Clp 0 Dscd 및 TX Clp 1 Dscd 카운
터가 dspchstats 화면에서 제거되고 다음 카운터로 교체되었습니다.

Oflw CLP0 Dscd●

CLP1 DSCD ●

NCmp CLP0 Dscd●

NCmp CLP1 DSCD●

스위치 소프트웨어 릴리스 9.2.x에 추가된 네 개의 필드를 포함하여 dspchstats에 대한 카운터에 대
해서는 이 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필드 이
름 설명 연결 유형

Rx 프
레임
rcv

수신된 인그레스 ATM SAR PDU 프
레임 수입니다.이는 ATM 셀 PTI 필
드 EOF 마커를 사용하여 RCMP에
서 계산됩니다.

VBR/ABR/
UBREOF
마커가 사
용되므로
AAL5가 필
요합니다.

TX Q
깊이

BXM에서 연결 이그레스 대기열 엔
진의 깊이(셀 단위)입니다. 모두

IGR
VSVD
ACR

인그레스 VSVD ACR인그레스 ABR
트래픽에 대해 허용되는 셀 속도(셀
)입니다.이는 구성 불가능하며 로컬

ABR만 해
당.필드는
ABR 표준



엔드에서 혼잡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PCR>ACR>MCR입니다.ACR=T0의
ICR

및 ABR
Preference
에 사용됩
니다.

Rx
Clp0+1
포트

포트에서 CLP=0 및 CLP=1로 표시
된 셀 수(예: CPE에서 수신) 이는 다
른 디바이스에서 CLP=1로 셀을 수
신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모두

Oflw
CLP0
Dscd

CLP=0개의 셀이 인그레스 큐 엔진
(QE) 오버플로로 인해 삭제되었습니
다.이 통계는 QE에 도착하는 CLP=0
셀의 수와 CLP=0 셀의 수 사이의 차
이에서 파생됩니다.RM 셀은 QE에
의해 데이터 스트림에서 소스/종료
/소싱되므로 ABR 연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이 카운터를 파생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는 각 연결에 대한
QE에서 수집됩니다.

모두

NonCo
mplete
Dscd

연결의 인그레스(ingress)에서 폴리
싱으로 인해 모든 셀(CLP=0 및
CLP=1 트래픽)이 삭제되었습니다
.폴리싱은 연결에 대해 선택된 옵션
(폴리싱 옵션 1, 2, 3, 4 또는 5)에 따
라 달라집니다. 이 통계는 RCMP에
서 수집됩니다.

모두

Rx
CLP0

포트에서 수신한 CLP=0으로 표시된
셀 수(예: CPE에서 수신). 다른 디바
이스에서 CLP=1로 받은 셀 수를 확
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

이전
VSVD
ACR

이그레스 VSVD ACR이그레스 ABR
트래픽에 대해 허용되는 셀 속도.이
는 구성할 수 없으며 외부 디바이스
가 BPX BXM 포트로 정보를 전송하
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PCR>ACR>MCR입니다.ACR=T0의
ICR

ABR만 해
당.

NCmp
CLP0
Dscd

CLP=0 셀이 연결의 인그레스
(ingress)에서 폴리싱으로 인해 삭제
되었습니다.폴리싱은 연결에 대해
선택된 옵션(폴리싱 옵션 1, 2, 3, 4
또는 5)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통계
는 RCMP에서 수집됩니다.

모두

CLP1
DSCD
흐름

CLP=QE(인그레스 큐 엔진) 오버플
로로 인해 1개의 셀이 삭제되었습니
다.이 통계는 QE에 도착하는 CLP=1
셀의 수와 CLP=1 셀의 수의 차이에
기초합니다.RM 셀은 QE에 의해 데
이터 스트림에서 소스/종료/소싱되
므로 ABR 연결에 적합하지 않습니
다.이 카운터를 파생시키는 데 사용
되는 통계는 CBR, VBR, ABR 또는

모두



UBR인지에 관계없이 각 연결에 대
한 QE에서 수집됩니다.

Rx Q
깊이

인그레스 연결 대기열의 깊이(셀 단
위)입니다. 모두

Rx Nw
CLP0

CLP=0으로 네트워크(트렁크)에서
받은 셀 수입니다. 모두

TX
Clp0 포
트

CLP=0을 사용하여 포트로 전송된
셀(예: CPE에서) 수입니다. 모두

NCmp
CLP1
DSCD

CLP=연결의 인그레스(ingress)에서
폴리싱으로 인해 1개의 셀이 삭제되
었습니다.폴리싱은 연결에 대해 선
택된 옵션(폴리싱 옵션 1, 2, 3, 4 또
는 5)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통계는
RCMP에서 수집됩니다.

모두

가변 비트 전송률(VBR)

실시간 및 비실시간 연결

VBR 연결은 실시간 및 비실시간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실시간 VBR 연결은 ATM 네트워크에서 VAD(Voice Activity Detection) 음성 및 데이터 트래픽과 같
은 버스트 동작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연 민감한 애플리케이션을 전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비실시간 VBR 연결은 ATM 네트워크의 지연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버스트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사용됩니다.VBR 연결에 필요한 대역폭의 양은 PCR, SCR 및 MBS의 특성을 갖습니다.

트래픽의 지연에 민감한 특성 때문에, rt-VBR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상업 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nrt-VBR, ABR 및 UBR 서비스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WAN 스위칭 장비의 경우 VBR 연결은 구
성 및 문제 해결이 간단합니다.트래픽 셰이핑이 활성화된 경우 이그레스 방향을 제외하고 VBR 서
비스에 사용되는 VC_Queue가 없습니다.BXM QBIN도 사용됩니다.VBR 연결은 Leaky Bucket에서
모두 폴리싱됩니다.

연결 매개변수

이러한 매개변수는 cnfcon 표시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표시됩니다.

PCR(0+1):모든 트래픽의 피크 셀 속도입니다(CLP=0 및 CLP=1).●

% 사용률:연결이 PCR(0+1)에서 네트워크로 전송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입니다.●

CDVT(0+1):모든 트래픽에 대한 CDVT입니다(CLP=0 및 CLP=1).●

AAL5 FBTC:ATM Adaptation Layer Type 5 Frame-Based Traffic Control.●

SCR:모든 트래픽의 지속 가능 셀 속도입니다(CLP=0 및 CLP=1).●

MBS:최대 버스트 크기●

폴리싱:트래픽 계약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트렁크 셀 라우팅 제한:스위치 소프트웨어가 셀 기반 트렁크를 통해 연결을 라우팅할지 여부.●

세부 정보



PCR(0+1):(PCR (0+1)) * (% Util) = VBR 연결을 위해 네트워크에 할당된 대역폭의 양입니다.이는
트렁크의 로드 단위로 표시되며 dspload <trunk_number> 명령을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CDVT(0+1):ATM 셀 사이의 '덩어리'입니다.일부 라우터는 성능 문제로 인해 높은 CDVT 값
(250,000)이 필요합니다.이 유형의 버스트 트래픽은 nrt-VBR 연결 유형에 적합합니다.rt-VBR 연결
에서 전달되는 음성, 비디오 또는 회선 에뮬레이션 서비스의 경우 셀을 신속하게 재생하기 위해
10,000 이하의 CDVT 값이 필요합니다.

AAL5 FBTC: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연결이 AAL5 프레임을 전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프레임이란
AAL5 PDU를 의미합니다.AAL5 셀에는 프레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FBTC는 특정 연결을 위해 트렁크를 통해 모든 EPD(Early Packet Discard)를 활성화합니다.EPD는
프레임에 연결된 모든 ATM 셀이 네트워크에 허용되기 전에 폐기하는 메커니즘입니다.EPD가 없으
면 ATM 프레임의 일부가 대역폭 및 리소스를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될 수 있습니다
.EPD는 연결 대기열 깊이에 따라 임계값을 사용하여 구성됩니다.대기열 깊이가 구성된 임계값
(CLP Low)을 초과하면 Start-of-Frame AAL5 셀이 도착하면 새 데이터 프레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VBR 트래픽의 경우 EPD는 rt-VBR에 대해 허용되며 cnfportq <slot_number.port_number> 명령을
사용하여 포트당 구성됩니다.

이 문서에서는 테스트 세트에서 제공하는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해 AAL5 FBTC가 꺼집니다.테스트
집합은 AAL1 트래픽의 상수 스트림을 생성합니다(EOF 플래그 없음). 이 트래픽 유형은 AAL5
FBTC가 활성화된 경우 일관성 없는 폐기를 유발합니다.AAL5 트래픽의 경우 AAL5 FBTC를 활성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SCR:두 번째 Leaky Bucket에서 폴리싱에 대한 최대 버스트 크기와 함께 사용되는 지속 셀 비율입
니다.SCR은 트래픽 및 서비스 계약의 평균 비율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SCR을 정의된 속도로 사
용합니다.일반적으로 PCR은 네트워크 리소스를 예약하는 데 사용되므로 PCR이 SCR보다 커야 합
니다.

MBS:최대 전송 속도로 전송될 수 있으며 폐기 또는 태그가 지정되지 않은 셀의 최대 버스트입니다
.MBS는 버스트 허용치, SCR 및 구성된 폴리싱 옵션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폴리싱:VBR 연결에 대해 1(VBR.1), 2(VBR.2), 3(VBR.3), 4(CBR.1) 또는 5(비활성화됨)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VBR 트래픽의 경우 유효한 폴리싱 유형은 1, 2, 3 및 5입니다. 서비스 레벨을 기준으로
폴리싱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VBR 서비스 광고에서 SCR을 보증하는 경우, 폴리싱 옵션 3이
고객에게 가장 유용합니다.폴리싱 유형 3은 SCR 위의 모든 셀에 태그를 지정하고(두 번째 누수 버
킷에서 평가됨) 첫 번째 누수 버킷에서만 버립니다.폴리싱 유형 1 및 2는 두 번째 누수가 있는 버킷
에서 폐기 기능을 지원하지만 폴리싱 유형 2는 CLP=1 셀을 재평가하는 것을 방지합니다.트러블슈
팅의 경우 cnfcon 명령을 사용하여 5를 선택하여 폴리싱을 비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폴리싱이
비활성화된 후에는 잘못된 연결 하나가 포트에서 동일한 유형의 모든 연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
로 항상 폴리싱을 다시 활성화합니다.

스크린샷

수신 트래픽을 1000 CPS(AAL1), PCR 1000 CPS 및 폴리싱 옵션 3으로 설정하는 샘플 rt-VBR 연결



수신 트래픽이 1000 CPS(AAL1), PCR 1000 CPS 및 폴리싱 옵션 3으로 설정된 경우 nrt-VBR 연결
의 샘플



이는 1000CPS(AAL1), PCR 500CPS 및 폴리싱 옵션 3의 수신 트래픽과의 샘플 rt-VBR 연결입니다
. NonComplnt Dscd 및 NCmp CLP0 Dscd 필드는 첫 번째 버킷에 CLP=0이 삭제됨을 나타냅니다.



이는 1000 CPS(AAL1), PCR 500, 폴리싱이 3인 수신 트래픽과의 샘플 nrt-VBR 연결입니다.
NonComplnt Dscd 및 NCmp CLP0 Dscd 필드는 첫 번째 Lecky 버킷에 CLP=0이 삭제됨을 나타냅
니다.



사용 가능한 비트 전송률(ABR)

ABR 소개

ABR 연결은 ATM 네트워크에서 파일 전송과 같은 버스트 비실시간 트래픽에 사용됩니다.ABR 서비
스 범주는 연결 수명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고정 양의 대역폭이 필요하지 않은 연결에 사용됩니
다.ABR 서비스의 경우 사용 가능한 대역폭은 네트워크에서 다르며, 피드백은 대역폭 변경에 대한
응답으로 소스 속도를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피드백은 특정 RM(Resource Management) 셀을 통
해 소스에 전달됩니다.

ABR 연결은 피크 셀 속도(PCR) 및 최소 셀 속도(MCR)를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소스 속도를 변경
합니다.WAN 스위칭 장비의 경우 ABR 연결은 구성 및 문제 해결이 복잡합니다.ABR 서비스에 사용
되는 VC_Queue 및 QBIN이 있습니다.ABR 연결은 Dual Leaky Bucket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일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폴리싱됩니다.

WAN 스위치에서 두 가지 유형의 ABR 연결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ABR 표준(abrstd) 및 ABR with
Predictionary(abrfst). 두 ABR 연결 유형 모두 호환 ATM 셀을 사용하지만 트래픽 관리를 구현하기
위해 서로 다른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cnfswfunc를 사용하여 가상 소스/가상 대상(VS/VD)을 사용하는 Predictionary 또는 ABR 표준을 사
용하지 않은 경우 ABR 표준이 기본 ABR 연결 유형입니다.VS/VD를 사용하는 ABR 표준은 혼잡 제
어 향상을 위해 가상 엔드포인트를 추가하여 ABR 표준 연결을 기반으로 구축됩니다.ABR 표준 연



결 매개변수는 VS/VD 매개변수를 사용하는 ABR 표준의 하위 집합이며 별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VS/VD 기능이 포함된 Predictionary 또는 ABR 표준은 하나의 BPX에서만 활성화하여 모든 노드에
전파해야 합니다.이는 cnfsysparm 명령을 사용하여 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 매개변수인 것처럼 동작
하는 두 가지 소프트웨어 기능뿐입니다.Predictionary 소프트웨어 기능은 청구 가능하며 VS/VD 소
프트웨어 기능이 포함된 ABR 표준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VS/VD 및 Predictionary 연결 매개변수와 성능 측정은 ABR 표준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차이에 대한
요약은 ABR 연결 구성 매개변수 차이 요약 테이블에서 설명합니다.

RM(리소스 관리) 셀

RM 셀은 최종 시스템에 네트워크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RM 셀은 ABR 연결에만 사용
됩니다.CBR, VBR 및 UBR 연결은 RM 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ABRSTD(ABRR Standard) 연결의 RM 셀은 Predictionary 연결이 있는 ABR의 RM 셀과 다르게 생
성됩니다.자세한 내용은 ABR 연결 구성 매개변수 차이점 요약 테이블을 참조하십시오.피드백에
RM 셀을 사용하면 스위치 소프트웨어 릴리스 9.1.x 이하의 dspchstats 화면에서 To Network 및
From Network 필드의 값이 증가합니다.이후 릴리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hanges for BXM
Model F Firmware and Switch Software Release 9.2.x를 참조하십시오.최종 시스템
CPE(Customer Premise Equipment)는 RM 셀에서 전달되는 네트워크 리소스의 변화에 따라 달라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셀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CPE 조정이 필요합니다.RM 셀은 VC-Queue를 거
치지 않고 QBIN에서 직접 제공합니다.

비대칭 부하가 있는 VS/VD(ABRSTD VS/VD) 연결이 있는 ABR 표준의 경우 속도 기반 RM 셀은 모
든 FRM 셀에 대해 다른 BRM 셀 속도가 생성되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VS/VD 연결(cnfcon
Nrm 값)을 사용하여 ABR 표준에서 OOR RM 셀을 늘리면 이 문제가 완화됩니다.

ABRSTD VS/VD 연결은 양쪽 엔드포인트에서 반대쪽 엔드포인트로 RM 셀을 생성합니다.기본 연
결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생성된 RM 셀은 오버헤드를 6%로 추가합니다.이 비율은 각 연결 종료 지
점에서 생성된 3% 오버헤드를 추가하여 계산됩니다.RM 셀의 추가 6%는 연결에 할당된 대역폭 예
산 중 일부를 사용하며 사용자 트래픽에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의 양을 줄입니다.예를 들어, PCR이
1000셀(CPS)인 ABRSTD 연결과 다른 모든 매개 변수가 남아 있으면 사용자 트래픽이 약
940CPS로 제한됩니다.사용자 트래픽에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은 BXM의 세분성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PCR이 1000CPS인 ABRSTD VS/VD 연결의 사용자 트래픽 처리량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
는 등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 CPS - (1000 CPS * 6%) = 1000 - 60 = 940 CPS●

사용자 트래픽이 1000CPS의 PCR에서 실행되려면 연결 PCR을 최소 7% 증가시켜야 사용자 트래
픽이 최대 처리량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필요한 최대 사용자 트래픽 처리량이
1000CPS이고 RM 셀 오버헤드가 6%인 경우 1064 CPS에 대해 연결 PCR을 구성해야 합니다
.ABRSTD VS/VD 연결에 대해 1000CPS의 사용자 트래픽 처리량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등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PCR(사용자 셀 및 RM 셀) = PCR(사용자 셀) / 94% = 1000/0.94 = 1064 CPS●

사용자 셀과 관련된 RM 셀의 백분율은 두 개의 PVC 매개 변수로 제어됩니다(RTRM 및 RNRM은
변수).

트
림

Trm = 100이면 100밀리초
(msec)마다 FRM 셀이 생성
됩니다.TRM은 저속 연결에

다음 수식을 기준으로 8개
의 고유 값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Trm =



가장 효과적인 시간 기반
FRM 셀 세대입니다.

100/2RTRM msec.여기서
RTRM은 0에서 7 사이입
니다.

N
r
m

Nrm = 32이면 사용자 데이
터 셀 32개마다 FRM 셀이
생성됩니다.NRM은 속도
기반 FRM 셀 생성으로 고
속 연결에 가장 효과적입니
다.

다음 수식을 기준으로 8개
의 고유 값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Nrm = 2 *
2RNRM 셀여기서 RNRM은
0에서 7 사이입니다.

Trm을 100msec로 설정하면 사용자 트래픽이 있을 때 100msec마다 하나의 RM 셀이 생성됩니다
.100msec의 간격 속도는 RM 셀 속도 10CPS와 같습니다.Nrm을 32개의 셀로 설정하면 32개의 사
용자 데이터 셀마다 하나의 RM 셀이 생성됩니다.BXM(Broadband Switch Module)은 사용자 트래픽
수량에 따라 Nrm 또는 Trm 임계값을 사용합니다.표에 지정된 값에 대해 Trm은 최대 320CPS의 사
용자 데이터 전송률을 좌우하는 요소입니다.사용자 데이터 속도가 320CPS인 Nrm은 10CPS에서
RM 셀도 생성합니다.사용자 데이터 셀 속도가 320CPS 이상 증가함에 따라 Nrm이 지배적인 요소
가 되고 RM 셀 생성을 제어합니다.

RM 셀 생성은 Trm 및 Nrm에서 초당 320개의 사용자 데이터 셀과 같습니다.Trm 및 Nrm에 대해 동
등한 RM 셀 생성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방정식은 다음 가정에서 제공됩니다.

기본 Trm 값 100msec은 RM 셀 속도를 10CPS로 제공합니다.●

기본 Nrm 값은 사용자 데이터 트래픽이 320CPS에 도달하면 10CPS에서 RM 셀을 생성합니다.●

사용자 트래픽 속도 = 32(RM 셀당 사용자 셀) * 10 RM CPS(기본 전송 속도) = 320(초당 사용자 데이터 셀 수)

위의 예에서는 TRM 및 NRM에 대한 Cisco 기본값을 사용합니다.각 기본값은 ATM 포럼 권장 사항
을 기반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연결 매개변수

여기에 나열된 매개변수는 cnfcon 표시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표시됩니다.

PCR(0+1):모든 트래픽의 최대 셀 속도입니다.CLP=0 및 CLP=1.●

% 사용률:이 시간은 연결이 PCR(0+1)에서 네트워크로 전송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입니다.●

MCR:최소 셀 속도●

CDVT(0+1):모든 트래픽에 대한 CDVT입니다.CLP=0 및 CLP=1●

AAL5 FBTC:ATM Adaptation Layer Type 5 Frame-Based Traffic Control.●

VSVD*:가상 소스 가상 대상●

FCES:흐름 제어 외부 세그먼트●

SCR:모든 트래픽에 대한 지속 가능한 셀 속도입니다.CLP=0 및 CLP=1●

MBS:최대 버스트 크기●

폴리싱:트래픽 계약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VC Qdepth:가상 연결 큐 심도.VSVD 연결에만 사용됩니다.●

CLP 안녕하세요:셀 손실 우선순위 태그 높음 임계값●

CLP Lo/EPD:셀 손실 우선순위 태그 낮은 임계값/조기 패킷 폐기●

EFCI:명시적 전달 혼잡 표시●

ICR:초기 셀 속도●

ADTF:ACR 감소 시간 계수●

트림:터미널 RM 셀●



RIF:속도 증가 계수●

RDF:속도 감소 계수●

Nrm*:RM 셀 생성 사이의 최대 셀 수●

FRTT*:고정 왕복 시간●

TBE*:임시 버퍼 노출●

트렁크 셀 라우팅 제한:스위치 소프트웨어가 셀 기반 트렁크를 통해 연결을 라우팅할지 여부.*
VS/VD 연결만 있는 ABR 표준(abrstd)상위 연결에 대해 표시되지 않습니다.

●

세부 정보

PCR(0+1):모든 트래픽의 최대 셀 속도입니다.CLP=0 및 CLP=1.

% 사용률:이 시간은 연결이 PCR(0+1)에서 네트워크로 전송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입니다.

MCR:(MCR (0+1)) * (% Util)은 ABR 연결을 위해 네트워크에 할당된 대역폭의 양입니다.이는 트렁
크의 로드 단위로 표시되며 dspload <trunk_number> 명령을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CDVT(0+1):ATM 셀 사이의 '덩어리'입니다.일부 라우터는 성능 문제로 인해 높은 CDVT 값
(250,000)이 필요합니다.

AAL5 FBTC: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연결이 AAL5 프레임을 전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프레임이란
AAL5 PDU를 의미합니다.AAL5 셀에는 프레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FBTC(Frame-Based Traffic Control)는 특정 연결을 위해 모든 트렁크에서 EPD(Early Packet
Discard)를 활성화합니다.EPD는 프레임에 연결된 모든 ATM 셀이 네트워크에 허용되기 전에 폐기
하는 메커니즘입니다.EPD가 없으면 ATM 프레임의 일부가 대역폭 및 리소스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를 통해 전송될 수 있습니다.EPD는 연결 대기열 깊이에 따라 임계값을 사용하여 구성됩니다.큐 깊
이가 구성된 임계값을 초과하면 Start-of-Frame AAL5 셀이 도착하면 새 데이터 프레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ABR 트래픽의 경우 EPD는 cnfportq <slot_number.port_number> 명령을 사용하여 포트
당 구성됩니다.

활성화되면 FBTC는 ABR 연결에 CLP Lo/EDP 값을 사용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테스트 세트에서 제공하는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해 AAL5 FBTC가 꺼집니다.테스트
집합은 AAL1(ATM Adaptation Layer) 트래픽의 상수 스트림을 생성합니다(EOF 플래그 없음). 이 트
래픽 유형은 AAL5 FBTC가 활성화된 경우 일관성 없는 폐기를 유발합니다.AAL5 트래픽의 경우
AAL5 FBTC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VSVD*:이 옵션을 사용하면 BXM에서 네트워크의 가상 관리 엔드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brfst-type 연결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FCES:이 옵션을 사용하면 BXM에서 표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Cisco 이외의 제품에 혼잡 정보
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FCES는 ABR 흐름 제어를 외부 세그먼트로 확장합니다.

참고: 연결된 장비가 FCES를 지원하지 않으면 활성화하지 마십시오.

SCR:모든 트래픽에 대한 지속 가능한 셀 속도입니다.CLP=0 및 CLP=1.

MBS:최대 전송 속도로 전송될 수 있으며 폐기 또는 태그가 지정되지 않은 셀의 최대 버스트입니다
.MBS는 버스트 허용치, SCR 및 구성된 폴리싱 옵션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폴리싱:ABR 연결에는 1-4(ABR.1) 또는 5(비활성화됨)로만 구성할 수 있습니다.문제 해결을 위해
cnfcon 명령에서 5를 선택하여 폴리싱을 비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VC Qdepth:VC당 대기열에 있는 최대 셀 수를 허용하는 연결 임계값입니다.이 버퍼는 셀이 폴리싱
단계를 거친 후에 제공됩니다.ABR 연결을 위한 Schedule 및 ABR Engine(SEVER) 칩을 사용하여
별도의 VC_Queues가 제공됩니다.이러한 VC_Queues는 CBR, VBR 및 UBR 트래픽 유형에 사용되
는 연결 대기열 외에도 제공됩니다.

CLP 안녕하세요:CLP=1 셀이 삭제되기 시작할 시기를 나타내는 연결 임계값입니다.폴리싱 후
VC_Queue에서 수행됩니다.CLP Hi는 VC_Queue 깊이의 백분율로 표시됩니다.

CLP Lo/EDP:CLP=1 셀이 폐기되는 것을 중지하는 시기를 나타내는 연결 임계값입니다.FBTC가 활
성화된 경우 EDP 임계값 설정입니다.폴리싱 후 VC Queue에서 수행됩니다.CLP Lo/EDP는
VC_Queue 깊이의 백분율로 표시됩니다.

EFCI:데이터 셀의 EFCI 비트를 사용하여 상위 연결에 대한 혼잡을 나타내는 연결 임계값입니다
.EFCI는 RM 셀의 CI 비트를 사용하여 혼합 연결에 대한 혼잡을 나타냅니다.EFCI 임계값을 CLP
Lo/EPD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EFCI는 VC_Queue 깊이의 백분율로 표시됩니다.

ICR:연결이 유휴 상태일 때 연결이 전송될 수 있는 속도입니다.

ADTF:ADTF는 유휴 시간 제한(밀리초)입니다.지정된 시간 내에 수신된 RM 셀이 없으면 연결 속도
는 ICR로 램프됩니다.BXM은 현재 다음 ADTF 값만 지원합니다.

62.5밀리초●

125밀리초●

250밀리초●

500밀리초●

1초●

2초●

4초●

8초●

트림:요약 테이블을 참조하십시오.

RIF:요약 테이블을 참조하십시오.

RDF:요약 테이블을 참조하십시오.

Nrm*:요약 테이블을 참조하십시오.

FRTT*:요약 테이블을 참조하십시오.

TBE*:요약 테이블을 참조하십시오.

* VS/VD 연결만 있는 ABR 표준(abrstd)상위 연결에 대해 표시되지 않습니다.

ABR 연결 구성 매개변수 차이점 요약

VS/VD가 포함된 ABR 표준 ABR과 선견지명

TRM은 최소 FRM 간격입니다
.TRM=100이면 100밀리초마다
FRM이 생성됩니다.

RM 셀의 최소 속도
조정 간격(40밀리초
)입니다. BXM 카드에
서는 Predictionary
RTD가 지원되지 않습



니다.

RIF는 정수 값입니다.큰 RIF는 작
은 증가율을 의미합니다.ACR1 =
ACR0 + (ACR0/RIF)

RIF는 10진수 값입니
다.스위치 소프트웨어
는 PCR을 기반으로
RIF를 계산합니다.

RDF는 ACR을 기반으로 하는 정수
값입니다.RDF가 클수록 속도가 느
려집니다.ACR1 = ACR0 -
(PCR/RDF)

RDF는 ACR을 기준
으로 한 백분율입니다
.RDF=93%인 경우
ACR의 93%가 현재
비율 감소 요소입니다
.

NRM은 RM 셀 생성 비율입니다(예
: 셀 블록의 RM 셀 수). 기본값은
32% 또는 6%입니다. 예를 들어,
32개의 셀마다 RM 셀이 발급됩니
다.

연결당 적용되지 않습
니다.cnffstparm을 사
용합니다.

FRTT는 고정 왕복 시간(마이크로
초)입니다.비활성화하려면 0 값을
사용합니다.

연결당 적용되지 않습
니다.cnffstparm을 사
용합니다.

TBE는 일시적인 버퍼 노출입니다
.첫 번째 RM 셀이 반환되기 전에
네트워크가 시작 기간 동안 소스를
전송하도록 제한하려는 협상된 셀
수(0 - 1,048,320개 셀)입니다.

연결당 적용되지 않습
니다.cnffstparm을 사
용합니다.

ABR 표준과 VD 및 ABR의 차이점 요약

VS/VD가 포함된 ABR 표준 ABR의 선견지명

FRM 셀사브르 칩은 FRM의 CI 비
트를 사용하여 BRM을 생성합니
다.

FRM 셀이 없습니다
.BCM 셀은 Rate
Adjust Interval(속도 조
정 간격)마다 대상에
의해 생성됩니다.사브
르 칩은 데이터 셀의
ECI 비트를 사용하여
BCM의 CI 비트를 설정
합니다.

속도 기반 혼잡 제어 메커니즘으
로 인한 오버헤드 증가

시간 기반 혼잡 제어
메커니즘으로 인한 오
버헤드가 줄어듭니다.

RM 셀에서는 일반적으로
dspchstats를 네트워크로, 네트워
크 셀에서 6% 증가시킵니다.이 필
드는 'From Port' 및 'To Port'보다
셀 수가 더 많습니다. 리소스가 제
한된 네트워크의 경우 RM 셀의
6%를 추가로 계산하려면 연결
PCR을 늘려야 할 수 있습니다.

RM 셀은 일반적으로
dspchstats를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셀에서 증
가합니다.

속도 조정 메시지에 더 빨리 응답
(ATM Forum은 속도 기반이므로

속도 조정 메시지에 대
한 느린 응답속도 조정



RM 셀이 비율에 따라 릴리스됨) 은 시간 기반입니다
(cnffstparm 명령).

Explicit Rate 혼잡 제어는 정확하
고 즉각적인 새 속도를 제공합니
다.

속도는 속도 및 속도
매개변수(cnffstparm
명령)에 의해 조정됩니
다.

TBE, FRTT, ICR, CRM은 일시적
인 셀 손실(트래픽 흐름의 초기 시
작)을 방지합니다.

ERS 무시

각 VS/VD 루프에 버퍼를 분산시
켜 효율성을 높입니다.

몇 개의 대규모 버퍼에
의존

스크린샷

이는 1000CPS, PCR 1000의 수신 트래픽, 폴리싱 옵션 3의 수신 트래픽과의 연결에 대한 예시입니
다.

이는 1000CPS, PCR 500의 수신 트래픽과 관련된 샘플 연결이며 폴리싱 옵션은 3입니다.
NonComplnt Dscd, NCmp CLP0 Dscd, Igr VSVD ACR 및 Rx Q 깊이에 유의하십시오.



이것은 1000CPS, PCR 500의 수신 트래픽과 관련된 샘플의 연결이며 폴리싱 옵션은 5입니다. Oflw
CLP0 Dscd, NonComplnt Dscd, NCmp CLP0 Dscd, Igr VD ACR 및 Rx QDepth를 참조하십시오.



이것은 1000CPS, PCR 1000의 수신 트래픽과 관련된 샘플 혼합 연결과 폴리싱 옵션 3입니다.



이것은 1000CPS, PCR 500의 수신 트래픽과 관련된 샘플 연결, 그리고 폴리싱 옵션 3입니다.
NonComplnt Dscd, NCmp CLP0 Dscd, Igr VSVD ACR 및 Rx Q 깊이에 주의하십시오.



BXM 모델 F 펌웨어 및 스위치 소프트웨어 릴리스 9.2.x의 변경 사항

BXM 모델 F 펌웨어는 dspchstats 명령의 출력에 변경을 적용합니다.BXM 모델 F 펌웨어는 등록된
Cisco.com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BXM 모델 F에 대한 개선 요청으로 인해 From Network 필드의 RM 셀이 더 이상 등록되거나 표시되
지 않습니다.From Network 카운터는 크로스포인트 스위치에서 받은 사용자 데이터 셀만 등록하고
표시합니다.RM 셀 폐기 또한 Tx Clp 0+1 Dscd 및 TX Clp 0 Dscd 레지스터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스위치 소프트웨어 릴리스 9.2.x 이상에서는 TX Clp 0+1 Dscd, TX Clp 0 Dscd 및 TX Clp 1 Dscd 카
운터가 dspchstats 화면에서 제거되고 다음 카운터로 교체되었습니다.

Oflw CLP0
Dscd

VC_Q 오버플로(인그레스)로 인해 삭제된
CLP 0 사용자 셀을 받습니다.

CLP1
DSCD 흐름

VC_Q 오버플로(인그레스)로 인해 삭제된
CLP 1 사용자 셀을 받습니다.

NCmp
CLP0 Dscd

비호환 CLP 0 사용자 셀이 폴리서(인그레스
)에 의해 폐기되었습니다.

NCmp
CLP1

비준수 CLP 1 사용자 셀이 폴리서(인그레스
)에 의해 폐기되었습니다.



DSCD

sbpx1 TN StrataCom BPX 8620 9.2.31 July 13 2000 08:46 GMT

  Channel Statistics for 1.6.1.100    Cleared: July 13 2000 07:46 (\) Snapshot

  MCR: 500/500 cps     Collection Time: 0 day(s) 00:03:55      Corrupted: NO

  Traffic       Cells      CLP     Avg CPS      %util   Chan Stat Addr: 30F68BD0

  From Port :   116432       0       495           99   OAM Cell RX: Clear

  To Network :  124195     ---       528          105

  From Network: 116433       0       495           99

  To Port :     116433       0       495           99

  Rx Frames Rcv :      0    NonCmplnt Dscd:       0   Rx Q Depth    :      0

  TX Q Depth    :      0    Rx CLP0       :  116432   Rx Nw CLP0    : 116433

  Igr VSVD ACR  :    535    Egr VSVD ACR  :       0   TX Clp0 Port  : 116433

  Rx Clp0+1 Port: 116432    NCmp CLP0 Dscd:       0   NCmp CLP1 Dscd:      0

  Oflw CLP0 Dscd:      0    Oflw CLP1 Dscd:       0

  Last Command: dspchstats 1.6.1.100 1

지정되지 않은 비트 전송률(UBR)

UBR 소개

UBR 연결은 ATM 네트워크에서 버스트 데이터, 비실시간 트래픽(낮은 우선 순위 파일 전송)에 사용
됩니다.UBR 서비스 범주는 연결 수명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고정 양의 대역폭이 필요하지 않은
연결에 사용됩니다.UBR 서비스에 대해 보장된 네트워크 대역폭은 없습니다.UBR 트래픽은 최상의
노력으로 WAN 스위칭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됩니다.UBR 트래픽을 최대한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적
으로 상업 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이 가장 적게 듭니다.

WAN 스위칭 장비의 경우 UBR 연결은 구성 및 문제 해결이 간단합니다.UBR 서비스에 사용되는
VC_Queue가 없습니다.BXM ABR QBIN만 가능합니다.UBR 트래픽은 ABR 트래픽과 동일한
QBIN을 사용하며 잘못 구성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BXM 포트에서 두 트래픽 유형을 혼합하면 안 됩
니다.

ABR QBIN이 ABR 트래픽과 공유되는 경우 CLP=Y(UBR.2)에 대해 UBR 트래픽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UBR 트래픽은 ABR 트래픽처럼 보이며 QBIN의 ABR 트래픽을 "제외"할 수 있습니
다.UBR 연결은 BXM에서 하드 코딩된 두 번째 SCR(Leaky Bucket Algorithm) 값이 있는 Dual
Leaky Bucket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폴리싱됩니다. 첫 번째 Lequisy Bucket 매개변수만 UBR 연결
에 대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연결 매개변수

이러한 매개변수는 cnfcon 표시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표시됩니다.

PCR(0+1):모든 트래픽의 피크 셀 속도입니다(CLP=0 및 CLP=1).●

% 사용률:연결이 PCR(0+1)에서 네트워크로 전송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입니다.●

CDVT(0+1):모든 트래픽에 대한 CDVT(Cell Delay Variation Tolerance)입니다(CLP=0 및
CLP=1).

●

AAL5 FBTC:ATM Adaptation Layer Type 5 Frame-Based Traffic Control.●

CLP 설정:셀 손실 우선 순위 설정입니다.Yes(UBR.2) 또는 No(UBR.1)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태깅 제한은 태그가 지정되지 않은 초당 처음 50개의 셀입니다.

●

트렁크 셀 라우팅 제한:스위치 소프트웨어가 셀 기반 트렁크를 통해 연결을 라우팅할지 여부.●

세부 정보



PCR(0+1):(PCR (0+1)) * (% Util) = UBR 연결을 위해 네트워크에 할당된 대역폭의 양입니다.이는
트렁크의 로드 단위로 표시되며 dspload <trunk_number> 명령을 사용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 사용률:기본 % 사용률 설정은 1%이므로 UBR 트래픽은 낮은 우선 순위로 처리됩니다.따라서 최
소 네트워크 대역폭 및 리소스는 UBR 연결을 위해 예약됩니다.

CDVT(0+1):ATM 셀 사이의 '덩어리'입니다.일부 라우터는 성능 문제로 인해 높은 CDVT 값
(250,000)이 필요합니다.음성, 비디오 또는 회선 에뮬레이션 서비스의 경우 셀을 신속하게 재생하
기 위해 10,000 이하의 CDVT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AAL5 FBTC: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연결이 AAL5 프레임을 전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frame'이라
는 용어는 AAL5 PDU를 의미합니다.AAL5 셀에는 프레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FBTC는 특정 연결에 대해 모든 트렁크에서 EPD(Early Packet Discard)를 활성화합니다
.EPD는 프레임에 연결된 모든 ATM 셀이 네트워크에 허용되기 전에 폐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EPD가 없으면 ATM 프레임의 일부가 대역폭 및 리소스를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될 수 있
습니다.EPD는 연결 대기열 깊이에 따라 임계값을 사용하여 구성됩니다.큐 깊이가 구성된 임계값을
초과하면 Start-of-Frame AAL5 셀이 도착하면 새 데이터 프레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UBR 트래픽
의 경우 EPD는 cnfportq <slot_number.port_number> 명령을 사용하여 포트당 구성됩니다.

이 문서에서는 테스트 세트에서 제공하는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해 AAL5 FBTC가 꺼집니다.테스트
집합에서 AAL1 트래픽의 상수 스트림을 생성하고 있습니다(EOF 플래그 없음). 이 트래픽 유형은
AAL5 FBTC가 활성화된 경우 일관성 없는 폐기를 유발합니다.AAL5 트래픽의 경우 AAL5 FBTC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CLP 설정:아니오로 설정하면 첫 번째 누수가 있는 버킷과 호환되는 모든 셀이 네트워크에 허용됩니
다.ABR 및 UBR 연결이 동일한 포트를 공유하고 폴리싱 옵션이 유사한 경우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ABR 폴리싱이 3으로 설정되고 UBR CLP가 N(UBR.1)으로 설정된 경우 ABR 및 UBR 트
래픽이 네트워크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우선 순위가 낮은 UBR 트래픽은 우선 순위가 높은 ABR 트
래픽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ABR 및 UBR 연결이 동일한 포트를 공유해야 하는 경우 UBR 연결에
대해 CLP를 Yes로 설정합니다.

Yes(예)로 설정하면 첫 번째 Leaky Bucket을 준수하는 모든 CLP=1 셀이 네트워크에 허용되고 첫
번째 Leaky Bucket을 준수하는 모든 CLP=0 셀이 두 번째 Leaky Bucket에서 평가됩니다(폴리싱 옵
션 3 참조). SCR은 BXM에서 0으로 하드코딩되므로 두 번째 Leaky Bucket은 기본적으로 항상 가득
차며 모든 CLP=0 셀은 "태그 지정됨"(CLP는 1로 설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네트워크에서 UBR 셀
을 낮은 우선 순위 셀로 인식하고 네트워크 혼잡 시 폐기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샷

이것은 수신 트래픽과 1000CPS, 1000의 PCR 및 CLP=Y의 샘플 UBR 연결입니다.



이것은 수신 트래픽과 1000CPS, 500의 PCR, CLP=Y의 샘플 UBR 연결입니다.NonComplnt Dscd,
NCmp CLP0 Dscd, IGR VSVD ACR 및 Rx Q Depth를 확인합니다.CLP=N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참조

Leaky Bucket Colloquial, 업계 용어

회화
어,
업계
용어

정의

이중
누수
버킷

트래픽 계약에 지정된 매개변수 집합에 대한 셀 흐
름의 적합성 확인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첫 번
째 누
수 버
킷

트래픽 계약 준수 화면셀이 트래픽 계약 조건에 맞
지 않으면 셀이 폐기됩니다.

두 번
째 누
수 버
킷

CLP 태깅을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
해 첫 번째 누수가 있는 버킷의 셀을 평가합니다
.'tagged' 셀의 CLP 비트가 1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누수
비율 셀이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비율입니다.

버킷 셀 버스트를 결정하는 함수입니다.



깊이

약어

약
어 정의

AA
L

ATM Adaptation Layer(트래픽 유형은 회선 에뮬레이
션용 AAL1, 데이터용 AAL5)입니다.

AB
R

사용 가능한 비트 전송률(ABR 표준 및 ABR 선견지
명 유형)

AC
R 허용된 셀 속도.

AD
TF ACR 시간 감소.

AT
M

비동기 전송 모드.여러 서비스 유형(예: 음성, 비디오
또는 데이터)이 고정 길이(53바이트) 셀로 전달되는
셀 릴레이의 국제 표준입니다.고정 길이 셀을 사용하
면 셀 처리가 하드웨어에서 발생하므로 전송 지연이
줄어듭니다.

기
원
전

커밋된 버스트 크기입니다.

Be(
비) 버스트 크기를 초과했습니다.

BC
M

역방향 혼잡 관리(ABR Predictionary 연결에 사용되
는 셀 유형).

BR
M 후방 자원 관리(ABR 표준 연결에 사용되는 셀 유형).

CB
R 상수 비트 전송률(VC_Queue만 QBIN 없음)

CC
R 현재 셀 속도.

CD
F 셀 감소 계수.

CD
VT

셀 지연 변형 허용치.이는 모든 ATM 연결 유형(CBR,
VBR, ABR 및 UBR)에 대한 필수 매개변수입니다.

CI 혼잡 표시.
CL
P

셀 손실 우선순위(FR Discard Eligibility 비트와 동일
).

CL
R 셀 손실 비율.

CP
E 고객 구내 장비(예: Cisco 7200 라우터)

CR
M

RM 셀 수 누락(CRM은 수신된 BRM이 없는 경우 보
낸 FRM 수를 제한합니다).

CT
D 셀 전송 지연.



EF
CI

Explicit Forward Congestion Indication(FR FCN과
동일)BXM에 대해 포트 대기열별로 구성됨)

이
그
르

이그레스

EO
F 프레임 끝.

EP
D

초기 패킷 폐기(FBTC의 일부;per-VC 매개 변수
;AAL5 트래픽에는 EOF 셀이 있으므로 AAL5 트래픽
에만 적용됩니다.)

ER 명시적 속도.
ER
S 명시적 속도 스탬핑.

FB
TC

프레임 기반 트래픽 제어(전체 AAL 프로토콜 데이터
유닛 또는 '프레임'은 폐기됨).

FC
ES

Flow Control External Segment(흐름 제어 외부 세그
먼트)는 연결의 양쪽 끝에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VS/VD 또
는 ABR ForesSight 연결이 있는 ABR Standard에만
사용 가능).

FE
CN 명시적 혼잡 알림을 전달합니다.

FG
CR
A

프레임-일반 셀 속도 알고리즘(ASI 카드에 사용되는
GCRA에 대한 전용 확장).

FR 프레임 릴레이.
FR
TT 고정 왕복 시간입니다.

GC
RA

일반 셀 속도 알고리즘(ATM 트래픽 관리 사양 버전
4.0 폴리싱 알고리즘).

GF
C 일반 흐름 제어(ATM UNI 셀의 필드).

IBS 초기 버스트 크기(프레임 릴레이 CMAX와 동일).
ICR 초기 셀 속도(Frame Relay QIR과 동일).
IGR 인그레스(인그레스)는 항상 백플레인과 관련됩니다.
IIS
P

Interim Inter-Switch Protocol(PNNI에 대한 중간 프로
토콜).

일
미

Interim Local Management Interface(ATM UNI의 FR
LMI와 동일).

MB
S 최대 버스트 크기(FR Be와 동일).

MC
R 최소 셀 속도(FR MIR에 준하는 값).

NNI 네트워크 노드 인터페이스.
NR
M RM 셀 생성 사이의 최대 셀 수입니다.

nrt- 비실시간 VBR



VB
R
오
플
로
우

오버플로.

OO
R 비속도(RM 셀 생성에 적용)

PC
R

피크 셀 속도(프레임 릴레이 PIR과 동일). 이는 모든
ATM 연결 유형(CBR, VBR, ABR 및 UBR)에 대한 필
수 매개변수입니다.

PD
U 프로토콜 데이터 단위입니다.

PN
NI

Private Network Node Interface(네트워크 간 통신에
사용).

PP
D

부분 패킷 폐기(FBTC의 일부;per-VC 매개 변수
;AAL5 트래픽에는 EOF 셀이 있으므로 AAL5 트래픽
에만 적용됩니다.)

PTI Payload Type Indicator(AAL1 또는 AAL5 트래픽 유
형 및 혼잡을 지정하는 데 사용되는 ATM 셀 필드).

오
암 운영, 관리 및 유지 관리.

QE
큐 엔진.모든 VC 및 QBIN(Class of Service) 큐를 관
리하고 연결 및 포트 통계를 유지 관리하는 BXM 하
위 시스템입니다.

RC
MP

PMC/Sierra에서 개발한 칩에 상주하는
BXM(Routing Control, Monitor, Policing Subsystem)
기능RCMP는 Dual Leaky Bucket 알고리즘을 구현하
고, ATM 레이어 OAM 흐름을 관리하고, Cell
Header에서 연결 ID를 결정합니다.

RD
F 속도 감소 계수.

RIF 비율 증가 계수.
RM 리소스 관리 셀(ABR 연결에만 적용)
RR 상대 비율.
rt-
VB
R

실시간 VBR(VAD 음성에 사용되는 ATM 트렁크
QBIN 유형)

SA
R

세그멘테이션 및 리어셈블리(ATM Adaptation
Layer의 두 하위 레이어 중 하나)SAR 하위 레이어는
ATM 레이어에서 전달하는 정보를 ATM 셀의 488진
수 정보 필드에서 전달하는 데 적합한 세그먼트로 나
눕니다.

SC
R 지속 가능 셀 속도(FR CIR에 준하는 값).

STI StrataCom Trunk Interface(ASI, BNI, ALM, BTM 등
의 레거시 카드에 사용되는 전용 ATM 유사 셀)

TB 일시적인 버퍼 노출.



E
TD
M 시간 분할 멀티플렉스.

TR
M 터미널 RM

UB
R

지정되지 않은 비트 전송률(ABR 대기열을 사용하는
트래픽 유형).이는 동일한 포트를 통해 UBR 및 ABR
연결을 구성하지 않는 큐잉 설계에서 고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UNI 사용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UP
C 사용 매개변수 제어.

VA
D

음성 활동 탐지(음성 트래픽에 필요한 대역폭을 줄이
는 데 사용됨)

VB
R 가변 비트 전송률입니다.

VC 가상 연결.
VC
C 가상 채널 연결(x.x.x.x 형식의 연결).

VP
C 가상 경로 연결(x.x.x.* 형식의 연결).

VS/
VD 가상 소스/가상 대상(ABR 연결만 해당).

개념 및 정의

혼잡은 처리량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때까지 네트워크에 대한 셀 비율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혼잡 때문에 트래픽이 폐기됩니다.WAN 스위칭 장비의 경우 혼잡 표시기는 다음과 같이 설정
됩니다.VC_Queue(EFCI 비트)포트 큐(EFCI 비트)트렁크 대기열(EFCI 비트)지원할 대역폭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연결을 라우팅하는 WAN 스위칭 네트워크 트렁크에서 혼잡이 발생합니다.

●

Predictionary는 ABR(Available Bit Rate) 트래픽을 위한 Cisco 전용 폐쇄형 루프 혼잡 방지 알
고리즘입니다.선견지명에서는 연결의 속도(또는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 VC_Queue의 서비스
속도를 높이거나 낮춥니다.

●

오버부킹은 트렁크를 통해 하나 이상의 연결 매개변수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
은 연결을 라우팅하는 방법입니다.예를 들어 T3 트렁크를 통해 라우팅된 모든 연결의 %util 매
개 변수를 줄여서 T3(44.736Mbps) 트렁크를 오버부킹할 수 있습니다.Overbooking을 사용하면
캐리어가 T3 트렁크를 통해 T3에서 지원하는 트래픽을 여러 번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
어 통신사는 44.736Mbps(T3) 트렁크를 통해 60Mbps의 연결 대역폭을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T3 트렁크를 통해 라우팅된 모든 연결이 사용 중이고 동시에 활발하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
우 오버부킹으로 인해 네트워크 혼잡이 발생합니다.

●

폴리싱은 협상된 트래픽 계약에 대한 모든 ATM 연결의 컴플라이언스를 적용하는 BXM 라인 카
드에서 WAN 스위칭 네트워크의 '에지'에서 구현되는 기능입니다.폴리싱은 UPC(Usage
Parameter Control)의 대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폴리싱은 네트워크에 허용 후 연결
에 발생할 수 있는 정체 관련 폐기와는 무관합니다.

●

PTI 필드는 데이터 또는 관리 셀 페이로드 유형, 셀 혼잡, AAL5 PDU의 EOF를 나타내는 데 사
용되는 ATM 셀의 3비트 필드입니다.

●

QBIN은 ATM과 CBR, VBR, ABR/UBR과 같은 레거시 연결을 서비스하는 공유 서비스 클래스●



   

FIFO 버퍼입니다.예를 들어 BXM VI(가상 인터페이스)의 모든 CBR 연결은 동일한 QBIN을 공
유합니다.VI당 16개의 QBIN이 있습니다.
토큰 버킷은 전송 속도의 공식적인 정의입니다.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버스트 크기, 평
균 속도 및 시간 간격(Tc)입니다.토큰 버킷은 흐름의 데이터를 제어하는 디바이스를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

VC_Queue는 연결이 추가될 때 각 연결에 대해 생성되는 FIFO 버퍼입니다.VC_Queue에는
EFCI, CLP Hi, CLP Lo에 대한 구성 가능한 임계값이 있습니다.ABR 연결의 경우, ATM Forum
ABR 알고리즘 또는 Cisco Predictionary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된 Allowed Cell Rate에서
VC_Queues에서 QBIN으로 셀이 이동합니다.

●

VS/VD는 ABR 트래픽을 위한 ATM Forum 표준 기반 폐쇄 루프 혼잡 방지 알고리즘입니다.●

UPC(Usage Parameter Control)는 ATM Traffic Management Specification Version 4.0에서 지
정한 대로 BPX BXM 카드에 구현됩니다. UPC는 최종 사용자가 제공하는 트래픽을 모니터링하
고 제어하기 위해 네트워크에서 수행하는 작업 집합을 나타냅니다.

●

관련 정보

BPX 8600 아키텍처 및 성능●

Cisco BPX 8680 IP+ATM Wide-Area Switch●

WAN 스위칭 제품의 새로운 이름 및 색상 가이드●

//www.cisco.com/en/US/products/hw/modules/ps3909/products_white_paper09186a00800941ca.s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525/products_data_sheet09186a00800925d2.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525/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bd2.s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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