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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셰이핑과 폴리싱의 기능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며, 이 두 가지 모두 출력 속도를 제한
합니다.두 메커니즘 모두 패킷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토큰 버킷을 트래픽 측정기로 사용하지만, 중
요한 기능 차이점이 있습니다.(토큰 버킷은 토큰 버킷이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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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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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네트워크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
용하기 전에 모든 명령의 잠재적인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폴리싱 대 셰이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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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다이어그램은 주요 차이점을 보여줍니다.트래픽 폴리싱은 버스트를 전파합니다.트래픽 속도
가 구성된 최대 속도에 도달하면 초과 트래픽이 삭제(또는 언급됨)됩니다. 그 결과 출력은 크레스트
및 트러스트가 있는 톱니처럼 나타납니다.폴리싱과 대조적으로 트래픽 셰이핑은 대기열에서 초과
패킷을 유지한 다음 시간의 증분에 따라 나중에 전송하기 위해 초과 시간을 예약합니다.트래픽 셰
이핑의 결과는 매끄러운 패킷 출력 속도입니다.

셰이핑은 폴리싱이 수행하지 않는 동안 지연된 패킷을 버퍼링할 수 있는 충분한 메모리와 큐의 존
재를 의미합니다.큐잉은 아웃바운드 개념입니다.인터페이스에서 나가는 패킷은 큐에 저장되고 모
양이 될 수 있습니다.인터페이스의 인바운드 트래픽에는 폴리싱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셰이핑을 활
성화할 때 충분한 메모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또한 셰이핑을 수행하려면 지연된 패킷을 나중에 전
송하기 위한 예약 기능이 필요합니다.이 예약 기능을 사용하면 셰이핑 큐를 다른 큐로 구성할 수 있
습니다.스케줄링 기능의 예로는 CBWFQ(Class Based Weighted Fair Queuing) 및 LLQ(Low
Latency Queuing)가 있습니다.

선택 기준

다음 표에는 최상의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셰이핑과 폴리싱의 차이점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셰이핑 폴리싱

목표
커밋된 속도를 초과하는
초과 패킷을 버퍼링하고
대기시킵니다.

커밋된 속도 이상의 초
과 패킷을 삭제(또는
설명)합니다.버퍼링되
지 않습니다.*



토큰
새로
고침
빈도

시간 간격이 시작될 때 증
가합니다.(최소 간격 수는
필수입니다.)

수식을 기준으로 연속
적용: 1/  

토큰
값

초당 비트 수로 구성되었
습니다. 구성된 바이트 단위.

구성
옵션

MQC(Modular
Quality of Service
Command-Line
Interface)의 shape
명령으로 클래스 기
반 셰이핑을 구현합
니다.

●

frame-relay traffic-
shape 명령을 사용하
여 FRTS(Frame
Relay Traffic
Shaping)를 구현합니
다.

●

GTS(Generic Traffic
Shaping)를 구현하기
위한 traffic-shape 명
령

●

MQC에 있는
police 명령으로 클
래스 기반 폴리싱
을 구현합니다.

●

commit 액세스 속
도(CAR)를 구현하
기 위한 rate-limit
명령

●

인바
운드
에 적
용 가
능

아니요 예

아웃
바운
드에
적용
가능

예 예

버스
트

최소 8개의 시간 간격으
로 출력 속도를 매끄럽게
하여 버스트를 제어합니
다.트래픽을 지연시키기
위해 누수가 있는 버킷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끄러움 효과가 발생합
니다.

버스트를 전파합니다
.다듬지 않습니다.

장점

초과 패킷이 버퍼링되므
로 초과 패킷을 삭제할 가
능성이 낮습니다.(패킷은
큐의 길이까지 버퍼링합
니다.초과 트래픽이 높은
속도로 유지되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삭제된 패킷으로 인해 재
전송을 방지합니다.

패킷 삭제를 통한 출력
속도를 제어합니다.큐
잉으로 인한 지연 방지



단점
대기열, 특히 심층 대기열
로 인해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과 패킷(구성된 경우
)을 삭제하고 TCP 윈
도우 크기를 조절하며
영향받는 트래픽 스트
림의 전체 출력 속도를
줄입니다.지나치게 공
격적인 버스트 크기는
과도한 패킷 삭제를 유
발하고, 특히 TCP 기반
플로우의 전체 출력 속
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
다.

선택
적 패
킷 리
마킹

아니요 예(레거시 CAR 기능
포함).

* 폴리싱은 버퍼링을 적용하지 않지만, 구성된 큐잉 메커니즘은 물리적 인터페이스에서 직렬화되기
를 기다리는 동안 큐에 대기해야 할 수 있는 "구성된" 패킷에 적용됩니다.

토큰 새로 고침 빈도

셰이핑과 폴리싱의 주요 차이점은 토큰을 보충하는 속도입니다.이 섹션에서는 차이점을 살펴봅니
다.

간단히 말해서, 쉐이핑과 폴리싱은 토큰 버킷 비유를 사용합니다.토큰 버킷 자체에는 폐기 또는 우
선순위 정책이 없습니다.토큰 버킷 은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봅시다.

토큰은 일정한 속도로 버킷에 입력됩니다.●

각 토큰은 소스에서 특정 비트 수를 네트워크로 전송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패킷을 전송하려면 트래픽 조절기가 버킷에서 패킷 크기와 동일한 수의 토큰을 제거할 수 있어
야 합니다.

●

버킷에 패킷을 전송할 수 있는 토큰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패킷은 버킷에 충분한 토큰(쉐이퍼
의 경우)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패킷이 폐기되거나 (폴리서의 경우) 아래로 표시됨

●

버킷 자체에는 지정된 용량이 있습니다.버킷이 용량에 도달하면 새로 도착하는 토큰은 폐기되
며 향후 패킷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언제든지 소스가 네트워크로 전송할 수 있는 최대
버스트는 버킷 크기와 거의 비례합니다.토큰 버킷은 버스트티를 허용하지만 그 범위를 제한합
니다.

●

토큰 버킷에 대한 은유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셰이핑과 폴리싱이 토큰을 버킷에 추가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셰이핑은 초당 비트(bps) 값을 사용하여 시간 간격에 따라 토큰 버킷을 증가시킵니다.쉐이퍼는 다
음 공식을 사용합니다.

Tc = Bc/CIR (in seconds)

이 방정식에서 Bc는 커밋된 버스트를 나타내며 CIR은 커밋된 정보 속도를 의미합니다.(자세한 내용
은 프레임 릴레이 트래픽 셰이핑 구성을 참조하십시오.) Tc 값은 CIR의 평균 속도를 초 단위로 유지
하기 위해 Bc 비트를 전송하는 시간 간격을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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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의 범위는 10ms~125ms입니다.Cisco 7500 Series에서 DTS(Distributed Traffic Shaping)를 사용
할 경우 최소 Tc는 4ms입니다.라우터는 CIR 및 BC 값을 기반으로 이 값을 내부적으로 계산합니다
.Bc/CIR이 125ms 미만인 경우 해당 방정식에서 계산된 Tc를 사용합니다.Bc/CIR이 125ms보다 크
거나 같은 경우 Cisco IOS®에서 더 적은 간격으로 트래픽 흐름이 더 안정화될 것으로 판단하면 내
부 Tc 값을 사용합니다.show traffic-shape 명령을 사용하여 라우터가 Tc에 대한 내부 값을 사용하
는지 또는 명령줄에 구성한 값을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다음은 show traffic-shape 명령의 샘플 출
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show Commands for Frame Relay Traffic Shaping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초과 버스트(Be)가 0과 다른 값으로 구성된 경우 쉐이퍼는 토큰을 버킷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최대
Bc + Be).토큰 버킷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Bc + Be이며 오버플로 토큰은 삭제됩니다.버킷
에 Bc 토큰을 하나 이상 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 이상의 TC 동안 모든 BC 토큰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토큰 버킷은 BC 토큰으로 모든 TC를 보충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토큰을 누적하여
Bc + Be까지 나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클래스 기반 폴리싱과 속도 제한은 토큰을 버킷에 지속적으로 추가합니다.특히 토큰 도착 비
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time between packets<which is equal to t-t1>* policer rate)/8 bits per byte

다시 말해, 패킷의 이전 도착이 t1이고 현재 시간이 t인 경우, 토큰 도착 속도를 기준으로 버킷이 t-t1
가치의 바이트로 업데이트됩니다.트래픽 폴리서는 바이트로 지정된 버스트 값을 사용하며, 위의 수
식은 비트에서 바이트로 변환됩니다.

8000bps의 CIR(또는 폴리서 속도)과 1000바이트의 일반 버스트를 사용하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Router(config)# policy-map police-setting

Router(config-pmap)# class access-match

Router(config-pmap-c)# police 8000 1000 conform-action transmit exceed-action drop

토큰 버킷은 1000바이트에서 가득 차게 시작합니다.450바이트 패킷이 도착하면 토큰 버킷에서 사
용 가능한 충분한 바이트가 있으므로 패킷이 준결합니다.패킷에서 conform action(transmit)을 수행
하고 450바이트가 토큰 버킷에서 제거됩니다(550바이트 남음). 다음 패킷이 0.25초 후에 도착하면
다음 공식에 따라 250바이트가 토큰 버킷에 추가됩니다.

(0.25 * 8000)/8

//www.cisco.com/c/ko_kr/support/docs/wan/frame-relay/9335-framerelay-ts-cmd.html


이 계산은 토큰 버킷에 700바이트를 남깁니다.다음 패킷이 800바이트이면 패킷이 초과되고 초과
작업(삭제)이 수행됩니다.토큰 버킷에서 가져온 바이트가 없습니다.

트래픽 셰이핑

Cisco IOS는 다음과 같은 트래픽 셰이핑 방법을 지원합니다.

일반 트래픽 셰이핑●

프레임 릴레이 트래픽 셰이핑●

클래스 기반 셰이핑 및 분산된 클래스 기반 셰이핑●

모든 트래픽 셰이핑 방법은 구현에서 비슷하지만, 해당 CLI(Command Line Interface)는 다소 다르
며, 지연되는 트래픽을 포함하고 셰이핑하기 위해 서로 다른 유형의 큐를 사용합니다.Cisco는 모듈
형 QoS CLI를 사용하여 구성된 클래스 기반 쉐이핑 및 분산 셰이핑을 권장합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QoS 정책이 구성된 셰이핑 속도를 초과하는 클래스 및 대기열 패킷으로 트래픽
을 정렬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트래픽 폴리싱

Cisco IOS는 다음과 같은 트래픽 폴리싱 방법을 지원합니다.

커밋된 액세스 속도●

클래스 기반 폴리싱●

클래스 기반 폴리싱 및 커밋된 액세스 속도 비교에 설명된 대로 두 메커니즘은 중요한 기능 차이를
가집니다.Cisco에서는 QoS 정책을 적용할 때 클래스 기반 폴리싱 및 모듈형 QoS CLI의 기타 기능
을 권장합니다.

police 명령을 사용하여 트래픽의 클래스에 최대 속도가 지정되도록 지정하고, 이 속도가 초과되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다시 말해, police 명령을 사용하면 shape 명령의 경우와 같이 패킷을 버
퍼링하고 나중에 전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책 적용 시 토큰 버킷은 패킷이 적용된 속도를 초과하는지 아니면 따르는지 결정합니다.어
느 경우든 폴리싱은 IP 우선 순위 또는 DSCP(Differentiated Services Code Point) 설정을 포함하는
구성 가능한 작업을 구현합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QoS 기능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혼잡 지점에서 트래픽 폴리싱의 일반적인 애
플리케이션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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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en/us/td/docs/ios-xml/ios/qos_regpkt/configuration/15-mt/qos-regpkt-15-mt-book/qos-regpkt-cls.html
/content/en/us/td/docs/ios-xml/ios/qos_plcshp/configuration/15-mt/qos-plcshp-15-mt-book/qos-plcshp-oview.html#GUID-B9D42CA8-EE64-4EE4-B82C-5931CFAFF335
/content/en/us/td/docs/ios-xml/ios/qos_plcshp/configuration/15-mt/qos-plcshp-15-mt-book/qos-plcshp-class-plc.html
//www.cisco.com/c/ko_kr/support/docs/quality-of-service-qos/qos-policing/10118-cbpcar.html
//www.cisco.com/c/ko_kr/support/docs/quality-of-service-qos/qos-policing/10118-cbpcar.html
//www.cisco.com/c/ko_kr/support/docs/quality-of-service-qos/qos-policing/10118-cbpcar.html
//www.cisco.com/c/ko_kr/support/docs/quality-of-service-qos/qos-policing/10118-cbpcar.html
//www.cisco.com/c/ko_kr/support/docs/quality-of-service-qos/qos-policing/10118-cbpcar.html
//www.cisco.com/c/ko_kr/support/docs/quality-of-service-qos/qos-policing/10118-cbpcar.html


최소 및 최대 대역폭 제어

shape 및 police 명령 모두 출력 속도를 최대 kbps 값으로 제한합니다.무엇보다도, 두 메커니즘은
혼잡 기간 동안 최소 대역폭 보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bandwidth 또는 priority 명령을 사용하여 이
러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계층적 정책에서는 두 가지 서비스 정책, 즉 상위 정책을 사용하여 트래픽 집계에 QoS 메커니즘을
적용하고 하위 정책을 사용하여 QoS 메커니즘을 집계의 플로우 또는 하위 집합에 적용합니다.하위
인터페이스 및 터널 인터페이스와 같은 논리적 인터페이스에는 상위 레벨에서 트래픽 제한 기능을
사용하고 하위 레벨에서 대기하는 계층적 정책이 필요합니다.트래픽 제한 기능은 출력 속도를 감소
시키고(아마도) 과도한 패킷을 대기시키는 것처럼 혼잡을 생성합니다.

다음 컨피그레이션은 최적화되지 않으며 police와 shape 명령 간의 차이를 보여 줍니다. 이 경우
class-default에서는 최대 속도로 트래픽 집계를 제한합니다.이 컨피그레이션에서는 police 명령이
패킷의 크기 및 conform에 남아 있는 바이트 수를 기반으로 하위 클래스에서 패킷을 전송하며 토큰
버킷을 초과합니다.(트래픽 폴리싱 참조) 그 결과 경찰 기능이 우선 순위 기능에 의한 보장을 대체하
고 있기 때문에 VoIP(Voice over IP) 및 IP(Internet Protocol) 클래스에 적용되는 속도가 보장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shape 명령을 사용하면 계층 대기열 시스템이 되고 모든 보증이 수행됩니다.다시 말해, 제
공된 로드가 모양 속도를 초과하면 VoIP 및 IP 클래스가 해당 속도를 보장하며, 하위 레벨의 클래스
기본 트래픽(하위 수준)이 모든 삭제를 발생시킵니다.

주의: 이 컨피그레이션은 권장되지 않으며 트래픽 집계를 제한할 때 police와 shape 명령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표시됩니다.

class-map match-all IP

   match ip precedence 3

class-map match-all VoIP

   match ip precedence 5

policy-map child

  class VoIP

     priority 128

   class IP

     priority 1000

 policy-map parent

   class class-default

     police 3300000 103000 103000 conform-action transmit exceed-action drop

     service-policy child

위의 컨피그레이션이 타당하게 작동하려면 폴리싱을 셰이핑으로 교체해야 합니다.예:

/content/en/us/td/docs/ios-xml/ios/qos_plcshp/configuration/15-mt/qos-plcshp-15-mt-book/qos-plcshp-class-plc.html


policy-map parent

    class class-default

     shape average 3300000 103000 0

      service-policy child

상위 및 하위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선 순위 클래스에 대한 QoS 하위 서비스 정책을 참조하
십시오.

관련 정보

QoS(Quality of Services) 기술 지원●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www.cisco.com/en/US/docs/ios/12_2sb/feature/guide/chldprio.html
/content/en/us/tech/quality-of-service-qos/index.html
//www.cisco.com/c/ko_kr/support/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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