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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show interfaces 명령 출력의 bits/sec에 대한 정의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답합
니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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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당 비트 정의

초당 비트는 모든 패킷/프레임 오버헤드를 포함합니다.봉제 0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각 프레임의 크
기가 출력의 총 바이트에 추가됩니다.5초마다 차이를 수행하여 속도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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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이동 평균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new average = ((average - interval) * exp (-t/C)) + interval

위치:

5초, C는 5분입니다.exp(-5/(60*5) == .983●

newaverage =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가치.●

average = 이전 샘플에서 계산된 "newaverage" 값입니다.●

interval = 현재 샘플의 값입니다.●

(.983)은 가중치 요소입니다.●

여기, 당신은 마지막 표본에서 평균, 이 샘플에서 모아진 것, 그리고 그것을 부패의 요인으로 낮춘
것을 얻습니다.이 수량을 "역사적 평균"이라고 합니다. 가중(전각) 내역 평균에 현재 샘플을 추가하
고 새로운 가중(전각) 평균을 구합니다.

interval은 5초 샘플 간격 동안 지정된 일부 변수의 값입니다.간격은 로드, 신뢰성 또는 초당 패킷 수
있습니다.이것들은 우리가 기하급수적인 붕괴를 적용하는 세 가지 가치입니다.

평균값에서 현재 값을 뺀 값은 샘플의 평균과 편차입니다..983만큼 가중치를 지정하고 현재 값에 추
가해야 합니다.

현재 값이 평균보다 크면 음수가 되고, 트래픽 급증 시 "average" 값이 더 빨리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현재 값이 실행 평균보다 낮으면 양수로 나타나고, 갑작스러운 트래픽 정지가 있을 경우 "평
균" 값이 더 빨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 체증이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중단 전 무한의 기간 동안 100%를 유지
한 후에 말입니다.다시 말해, 평균은 100%로 천천히 상승했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간격은 "no
traffic" 시나리오의 경우 항상 0입니다.그 다음 5초 이상 간격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가중되는 활용도
는 다음과 같습니다.

1.0 - .983 - .983 ^2 - .983 ^3 - .... .983 ^n

또는

1.0 - .983 - .95 - 0.9 - 0.86 -

기타

이 예에서는 사용률이 90간격의 100%에서 1%, 450초 또는 7.5분으로 감소합니다.반대로, 0개의
부하에서 시작하여 100% 부하를 적용할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감소된 평균은 99%에 도달하는 데
약 7.5분이 소요됩니다.

n이 커지면(시간 포함) 트래픽이 없는 경우 평균 속도가 0으로 느려지거나 최대 트래픽에 대해
100%로 증가합니다.

이 방법은 트래픽이 급증하여 "average"에 대한 통계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우리는 네트워
크 트래픽의 급격한 변화를 "감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흑백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는 평균은 급격한 증가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평균 네트워크 사용률을 보여줍니다.



   

관련 정보

Technical Support - Cisco Systems●

http://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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