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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라우터의 show interface 명령 출력에서 가져온 정보를 바탕으로 입력 및 출력 대기
열이 삭제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합니다.대기열 삭제의 의미와 이것이 나타내는 문제 유형 및 이러
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도 제공합니다.

참고: 삭제는 상위 레이어 프로토콜의 흐름 제어 메커니즘을 트리거하므로 유용할 수 있습니다(예:
삭제는 TCP 윈도우 크기를 감소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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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싱 및 스위칭

IP 네트워크에서는 라우터가 라우팅 테이블의 내용을 기반으로 전달 결정을 내립니다.라우터는 라
우팅 테이블을 검색할 때 대상 IP 주소와 가장 길게 일치하는 항목을 찾습니다.라우터는 이 작업을
프로세스 레벨에서 수행합니다.따라서 검색 프로세스가 다른 CPU 프로세스 사이에 대기되고, 이로
인해 조회 시간이 예측 불가능하고 매우 길어질 수 있습니다.이런 이유로 Cisco IOS® Software에는 정
확한 일치 조회를 기반으로 한 여러 스위칭 방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정확한 일치 조회의 큰 이점은 조회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이 덕분에 라우터가
전달 결정을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따라서 검색을 수행하는 루틴을 인터
럽트 레벨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즉, 패킷이 도착하면 인터럽트가 유발되고, 이로 인해 CPU가 다
른 작업을 연기하고 패킷을 처리하게 됩니다.지금까지 패킷을 전달하는 방법은 라우팅 테이블에서
가장 일치하는 항목을 찾는 것이었습니다.이 방법은 인터럽트 레벨에서 구현할 수 없고 프로세스
레벨에서 수행해야 합니다.이 문서에 언급된 몇 가지 이유로 긴 일치 항목 조회 방법을 완전히 포기
할 수 없어 Cisco 라우터에는 이 두 가지 조회 방법이 함께 존재합니다.이 전략은 일반적으로 사용
되어 왔으며 현재 IPX 및 AppleTalk에도 적용됩니다.

Cisco IOS Software 스위칭 경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능 튜닝 기본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입력 대기열 삭제

패킷이 라우터에 진입하면 라우터는 인터럽트 레벨에서 패킷을 전달하려고 시도합니다.해당 캐시
테이블에서 일치하는 항목을 찾을 수 없는 경우, 패킷은 수신 인터페이스의 입력 대기열에 대기하
며 처리되기를 기다립니다.일부 패킷은 항상 처리됩니다. 그러나 처리되는 패킷 비율 때문에 입력
대기열이 혼잡해지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컨피그레이션과 안정된 네트워크를 사용하십시오.입력
대기열이 꽉 차면 패킷이 삭제됩니다.

다음은 샘플 출력입니다.

router#show interfaces ethernet 0/0

...

Input queue: 30/75/187/0 (size/max/drops/flushes); Total output drops: 0

Output queue :0/40 (size/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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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샘플 출력에서는 어떤 패킷이 삭제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입력 대기열이 삭제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패킷이 입력 대기열을 채우는지 알아내야 합니다.이 예제에서는
show interface ethernet 0/0 명령을 실행한 결과 인터페이스 ethernet0/0의 입력 대기열에 30개의
패킷이 있습니다.대기열 깊이는 75개 패킷이고, 인터페이스 카운터를 마지막으로 지운 후 187개가
삭제되었습니다.

인터페이스에 할당된 패킷 버퍼의 수가 모두 사용되거나 최대 임계값에 도달하면 시스템은 삭제된
입력 대기열 수를 계산합니다.hold-queue<value> 명령을 사용하여 각 인터페이스의 최대 대기열
값을 늘릴 수 있습니다. 대기열 길이 값은 0~4096일 수 있습니다.기본값은 75입니다.

참고: 공유 메모리 라우터(1600, 2500 및 4000 시리즈)도 고속 스위치 트래픽에 입력 대기열을 사용
합니다.이러한 플랫폼에서 입력 대기열이 삭제되는 경우, 모든 트래픽이 사용 가능한 최적의 스위
칭 경로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십시오(Performance Tuning Basics 참조). 입력 대기열이 삭제되는 현
상은 일반적으로 패킷이 프로세스 스위칭 시 발생합니다.프로세스 스위칭은 라우터가 전달 결정을
처리할 때 고속 스위칭 또는 CEF(Cisco Express Forwarding) 같은 선호되는 경로 캐시 방법을 사용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입력 대기열이 계속해서 삭제된다면 트래픽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암시합니
다.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고려하거나 트래픽 로드를 줄여 보십시오.

다음은 입력 대기열 삭제 카운터의 상태입니다.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태는 라우터가 버스트 트래픽
을 수신하고 일부 패킷을 처리할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인터페이스 PHY 및 인터페이스 DMA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Rx FIFO가 가득 찬 상태에서 새 프
레임이 도착하면 이러한 프레임이 삭제되고(일반적으로 오버플로라고 함), rx_overflow 카운터
(show controller interface-id를 통해 확인됨)가 증가하게 됩니다.rx_overflow 카운터의 값이 1만
큼 증가하면 삭제된 프레임 수가 아닌, 오버플로 상황이 한 번 발생했음을 나타냅니다.

●

인터페이스 DMA 및 인터페이스 드라이버 코드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Rx 링이 가득 찼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Rx 링에 사용 가능한 항목이 없기 때문에 DMA에서 전송된 새 프레임의 처리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전송된 프레임이 삭제됩니다(오버런 상태라고 함). rx_int_drop 카운터
(show controller interface-id를 통해 확인 가능함)도 1만큼 증가합니다.다시 rx_int_drop이 1만
큼 증가하면 오버런 상태가 한 번 발생했음을 나타내고 삭제된 프레임 수는 알 수 없습니다.

●

입력 보류 대기열 크기는 기본값인 75개 패킷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보류 대기열은 네트워크에서
수신된 패킷 중에서 클라이언트에 전송되기를 기다리는 패킷을 저장합니다.비동기 인터페이스의
경우 대기열 크기가 10개의 패킷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대부분의 다른 인터페이스의 경우
대기열 길이는 100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입력 보류 대기열은 단일 인터페이스가 너무 많은 입력
패킷으로 네트워크 서버를 플러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시스템에서 처리되지 않는 입력 패킷이 인
터페이스에 너무 많은 경우 추가 입력 패킷이 삭제됩니다.

Router(conf-if)# hold-queue length in

Catalyst Switch의 경우, 대기열 크기 조정은 디바이스의 모든 L3 인터페이스(물리적 인터페이스와
VLAN 인터페이스 모두)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switchport 명령을 사용하여 구성된 L2 포트는 기
본값으로 둘 수 있습니다.

참고: 이 명령을 적용한 후 인터페이스 카운터를 지우고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주의: 보류 대기열의 증가는 네트워크 라우팅 및 응답 시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SEQ/ACK
패킷을 사용하여 왕복 시간을 확인하는 프로토콜에는 출력 대기열을 늘리지 마십시오.대신 패킷이
삭제되면 사용 가능한 대역폭에 맞추기 위해 전송 속도가 줄어든다고 호스트에 통보됩니다.일반적
으로 패킷이 삭제되는 것이 네트워크에 동일한 패킷의 중복 사본이 있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후자
의 경우 보류 대기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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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대기열이 삭제되는 문제 해결

입력 대기열이 삭제되는 문제는 패킷이 입력 대기열에 끊임없이 도착하는 동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혼잡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우팅된 프로토콜이 인터페이스에 두 개 이상 구
성된 경우 먼저 입력 대기열을 혼잡하게 만드는 프로토콜을 확인하십시오.이 작업을 가장 빠르게
수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심되는 프로토콜을 확인합니다.<protocol>입력 프로세스에서 CPU 사용률을 확인합니다.사
용률을 확인하기 위해 show processes cpu exec 명령을 실행합니다.현재 라우터에서 Cisco
IOS Software 버전 12.1 이상이 실행되는 경우 출력 수정자를 통해 show processes CPU 명령
의 출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router#show processes CPU | i ^PID|Input

 PID  Runtime(ms)  Invoked  uSecs    5Sec   1Min   5Min TTY Process

  10        8503      1713   4963   0.00%  0.00%  0.00%   0 ARP Input

  24       69864     11429   6112   0.08%  0.11%  0.10%   0 Net Input

  28       55099      8942   6161  26.20% 20.07% 19.26%   0 IP Input

  37           4         2   2000   0.00%  0.00%  0.00%   0 SSCOP Input

  40           8         2   4000   0.00%  0.00%  0.00%   0 ILMI Input

  49           8         1   8000   0.00%  0.00%  0.00%   0 Probe Input

  50       28209      4637   6083   0.00%  0.03%  0.04%   0 RARP Input

  59           8         2   4000   0.00%  0.00%  0.00%   0 SPX Input

  61           8         2   4000   0.00%  0.00%  0.00%   0 Tag Input

  68       20803      3392   6132   0.00%  0.03%  0.00%   0 IPX Input

 104           4         1   4000   0.00%  0.00%  0.00%   0 IPXWAN Input

 107           8         1   8000   0.00%  0.00%  0.00%   0 AT Input

표 1에는 입력 대기열을 혼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입력 프로세스와 패킷 유형이 나와 있습
니다.다른 입력 프로세스는 입력 대기열을 혼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없습니다.

1.

입력 대기열을 혼잡하게 만드는 패킷이 라우터를 목적지로 하는지 아니면 라우터를 통해 전달
되는지 확인합니다.EXEC 모드에서 show interfaces [type number] switching 명령을 실행합니
다.참고: show interfaces [type number] switching 명령은 숨겨져 있으며 "?"를 사용하는 경우
표시되지 않습니다. 또는 TAB 키를 사용할 경우 숨겨져 표시되지 않습니다.라우터에 전체 명
령을 입력합니다.이 명령은 명령 참조 가이드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router#show interfaces ethernet 0/0 switching

Ethernet0/0

    ...

    Protocol          Path    Pkts In   Chars In   Pkts Out  Chars Out

    ...

     IP            Process      12142    2211929         35       5169

              Cache misses      10212

    ...

수신되고 처리된 패킷 수 다음에 높은 수의 캐시 누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높은 수의 캐시 누
락이 있는 경우, 입력 대기열을 혼잡하게 만드는 패킷이 라우터를 통해 전달됨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패킷은 라우터를 목적지로 합니다.

2.

패킷이 라우터를 목적지로 하는 경우 입력 대기열을 혼잡하게 만드는 더 높은 레이어의 프로
토콜을 찾습니다.이 작업을 위해 다음 show traffic exec 명령 중 하나를 사용하십시오.show ip
trafficshow ipx trafficshow appletalk traffic참고: 이 명령은 표 1에 나열된 입력 프로세스가 의
심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

입력 대기열을 혼잡하게 만드는 패킷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해 보십시오.이렇게 하려면 수
신된 패킷을 디버깅해야 합니다.이전 단계에는 활성화해야 하는 디버그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 이전 단계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직접 실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디버깅할 경우 읽기 어
려운 여러 개의 메시지가 생성됩니다.이전 단계를 모두 수행하면 디버그 출력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경고: 매우 주의하여 디버깅합니다.그렇지 않으면 CPU 사
용률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디버깅을 5~10초 넘게 켜지 마십시오.디버그 명령을 사용하

4.



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디버그 명령 사용을 참조하십시오.시스템 로그 서버에서 콘솔
로그, 터미널 로그 등 로그를 비활성화하지 마십시오.버퍼 로그를 활성화하고 로깅 버퍼 크기
를 늘리십시오.로깅 버퍼의 올바른 크기 값은 128000바이트입니다.다음 명령을 사용합니다
.no logging <host>logging buffered 128000 debugging문제의 원인을 찾기에 출력이 충분해야
합니다.디버그 세션을 완료한 후 show log 명령을 사용하여 디버그 출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표 2에는 입력 대기열을 혼잡하게 만드는 패킷의 유형에 따라 실행할 디버그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Cisco IOS 디버그 명령 참조를 확인하십시오.또는 show buffers
input-interface [interface type] [interface number] header 명령을 사용하여 입력 대기열을 가
득 채우는 패킷의 유형을 알 수 있습니다.참고: 입력 대기열에 많은 패킷이 있는 경우에만 유용
합니다.
Router#show buffers input-interface serial 0/0

 Buffer information for Small buffer at 0x612EAF3C

   data_area 0x7896E84, refcount 1, next 0x0, flags 0x0

   linktype 7 (IP), enctype 0 (None), encsize 46, rxtype 0

   if_input 0x6159D340 (FastEthernet3/2), if_output 0x0 (None)

   inputtime 0x0, outputtime 0x0, oqnumber 65535

   datagramstart 0x7896ED8, datagramsize 728, maximum size 65436

   mac_start 0x7896ED8, addr_start 0x7896ED8, info_start 0x0

   network_start 0x7896ED8, transport_start 0x0

   source: 212.176.72.138, destination: 212.111.64.174, id: 0xAAB8,

   ttl: 118, prot: 1

 Buffer information for Small buffer at 0x612EB1D8

   data_area 0x78A6E64, refcount 1, next 0x0, flags 0x0

   linktype 7 (IP), enctype 0 (None), encsize 46, rxtype 0

   if_input 0x6159D340 (FastEthernet3/2), if_output 0x0 (None)

   inputtime 0x0, outputtime 0x0, oqnumber 65535

   datagramstart 0x78A6EB8, datagramsize 728, maximum size 65436

   mac_start 0x78A6EB8, addr_start 0x78A6EB8, info_start 0x0

   network_start 0x78A6EB8, transport_start 0x0

   source: 212.176.72.138, destination: 212.111.64.174, id: 0xA5B8,

   ttl: 118, prot: 1

거의 한 가지 유형의 패킷이 대부분입니다.예를 들어, 여러 개의 ICMP(Internet Control
Message Protocol) 패킷(IP 프로토콜 1)이 있을 수 있습니다.잘못된 라우터 컨피그레이션(예:
고속 스위칭과 CEF(Cisco express forwarding)가 모두 비활성화됨)이 문제인 경우 디버그 또
는 show buffers input-interface 명령의 출력에 특정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력 대기열을 혼잡하게 만드는 패킷의 유형을 확인했으면, 이제 이러한 혼잡을 방지할 수 있
는지 확인해야 합니다.패킷을 처리해야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부적절한 라우
터 컨피그레이션 - 인터럽트 레벨에서 작동하는 스위칭 경로가 관련 인터페이스에서 비활성화
되었습니다.인터페이스에 어떤 스위칭 경로가 구성되었는지 확인하려면 show <protocol>
interface [type number] 명령을 실행합니다.기존의 고속 스위칭을 활성화하려면 출력 인터페
이스에 구성합니다.NetFlow 스위칭을 활성화하려면 입력 인터페이스에 구성합니다
.CEF(Cisco express forwarding)를 활성화하려면 CEF를 전역으로(전체 라우터에), 그리고 로
컬로(수신 인터페이스에) 활성화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Cisco IOS Switching Services 컨
피그레이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로컬 대상 — 패킷은 라우터를 목적지로 합니다.안정적인
네트워크에서 라우팅 업데이트 수가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불안정한 네트워크에서 대형 라우
팅 테이블을 자주 업데이트하면 입력 대기열이 혼잡해질 수 있습니다.과도한 트래픽이 라우터
자체에 전송되는지 확인합니다(SNMP(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텔넷,
TFTP(Trivial File Transfer Protocol), ping 등 사용). 관련 프로토콜의 패킷을 디버깅하여 이러
한 패킷의 소스를 식별합니다.소스를 찾았으면 제거합니다.Reliable OSI(Open System
Interconnection) 레이어 2 프로토콜은 전송에 사용됩니다—X.25 캡슐화를 통해 직렬 인터페
이스를 통과하는 패킷은 X.25 프로토콜 제품군에서 두 번째 OSI 레이어에 흐름 제어가 구현되
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소프트웨어 압축 - 소프트웨어 압축이 구성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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킷이 도달하거나 전달되어야 하는 경우 패킷을 처리해야 합니다.다른 기능은 인터럽트 레벨에
서 지원되지 않음 - 이 사항은 라우터에서 실행되는 Cisco IOS Software 릴리스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인터럽트 레벨에서 지원되는 기능을 확인하려면 릴리스 노트를 확인하십시오.예
를 들어 이전 Cisco IOS Software 버전에서는 멀티링크 PPP 패킷을 처리해야 했습니다.상위
Cisco IOS Software 버전에서는 고속 스위칭과 CEF 스위칭도 가능합니다.암호화, LAT(local
area transport) 변환 및 DLSW+(data-link switching plus) 같은 기능은 아직 고속 스위칭이 적
용되지 않습니다.각 패킷 헤더에 의도적으로 여러 정보가 포함된 과도한 트래픽이 라우터를
통과 - 구성된 스위칭 경로를 바탕으로, 목적지로 향하는 첫 번째 패킷 또는 플로우에 있는 첫
번째 패킷은 항상 처리됩니다.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하는 이유는 캐시에 패킷과 일치하는 항목
이 없기 때문입니다.디바이스가 매우 높은 속도로 패킷을 전송하고 캐시에 일치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 패킷으로 인해 입력 대기열이 혼잡해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패킷의 소스는 디버그
세션 후에 표시됩니다.소스 주소가 항상 다른 경우, 패킷이 수신되는 업스트림 디바이스에서
문제 해결을 계속해야 합니다.라우터의 인터페이스가 브로드캐스트 미디어에 연결된 경우, 소
스 또는 업스트림 디바이스의 MAC(Media Access Control)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ip
accounting mac-address input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 명령을 사용하여 인터페이스에 MAC
계정 관리를 구성합니다.그런 다음 show interface mac-accounting exec 명령을 실행합니다
.이 명령은 과도한 비율의 패킷을 전송한 MAC 주소를 보여줍니다.

삭제되는 출력 대기열

출력 삭제는 혼잡한 인터페이스로 인해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발신 인터페이스의 트래픽 속도로는
전송해야 하는 모든 패킷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이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회신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그러나 회선 속도를 높이지 않으려는 경우 출력 삭제를 방지, 감소 또는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출력 삭제가 짧은 데이터 버스트의 결과인 경우에만 이 문제를 방지할 수 있
습니다.높은 비율의 지속적인 플로우로 인해 출력 삭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삭제를 방지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이 문제를 제어할 수는 있습니다.

패킷이 처리되면 패킷은 발신 인터페이스의 출력 대기열에 전송됩니다.show interface exec 명령을
실행하여 대기열의 크기, 대기열에 있는 현재 패킷 수 및 삭제된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구성된 인
터페이스 유형과 대기열 처리 유형에 따라 삭제된 출력 대기열 수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 출력 삭제 카운터가 프로세싱 레벨과 인터럽트 레벨에서 각각 출력 삭제를 요약하기 때문입니다.

router#show interfaces serial 0/0

  ...

  Input queue: 0/75/0/0 (size/max/drops/flushes); Total output drops: 0

  Queueing strategy: weighted fair

  Output queue: 0/1000/64/0 (size/max total/threshold/drops)

  ...

router#show interfaces serial 0/0

...

Input queue: 0/75/0/0 (size/max/drops/flushes); Total output drops: 0

Queueing strategy: fifo

Output queue :0/40 (size/max)

...

그러나 패킷을 출력 대기열에서 회선으로 전송하는 것보다 패킷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
립니다.따라서 출력 대기열 삭제(프로세싱 레벨에서의 삭제)가 인터럽트 레벨에서의 삭제 없이 발
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인터페이스가 인터럽트 레벨에서 이미 혼잡하여 대기열이 가득 차기
전에 패킷을 출력 대기열에서 풀링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출력 대기열에서 패킷이 삭제됩니다.따라서
프로세싱 레벨에서의 출력 삭제(출력 대기열 삭제)와 인터럽트 레벨에서의 출력 삭제는 항상 함께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러한 두 가지 카운터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그러나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출력 대기열이 계속 차고 인터페이스에서 패킷이 전혀 전송
되지 않은 경우, 인터페이스에 하드웨어 장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력 대기열이 삭제되는 문제 해결

다음 기능의 컨피그레이션을 조정하여 출력 삭제를 줄이거나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중 모드 - 인터페이스가 반이중 모드에서 작동하는 경우 전이중 모드에서 작동하도록 구성합
니다(가능한 경우).

●

레이어 2 창 메커니즘 - 인터페이스에 x.25 캡슐화가 구성된 경우 x.25 윈도우 크기를 늘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본 윈도우 크기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

분산 스위칭 - Cisco 7500 라우터의 경우 VIP(Versatile Interface Protocol) 카드가 섀시에 설치
되어 있으면 분산 스위칭을 활성화합니다.이렇게 하면 발신 인터페이스가 혼잡할 경우, 수신
VIP가 인터페이스에 대한 최대 1초의 트래픽을 버퍼링합니다.이를 rx 측 버퍼링이라고 합니다.

●

참고: 출력 삭제를 방지하기 위해 출력 대기열을 늘리지 마십시오.패킷이 출력 대기열에서 너무 오
래 머무르면 TCP 타이머가 만료되고 재전송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패킷이 재전송되면 발신 인터페
이스가 훨씬 더 혼잡해질 뿐입니다.

권장 방법에 따라 라우터 컨피그레이션을 조정한 후에도 출력 삭제가 계속 발생하면 출력 삭제를
방지하거나 줄일 수 없는 것입니다.그러나 이를 제어할 수는 있으며, 제어도 방지만큼 효과적입니
다.출력 삭제를 제어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혼잡 관리●

혼잡 회피●

두 접근 방식은 모두 트래픽 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컨피그레이션과 함께 혼잡 관리를 사용하면 링크가 혼잡할 때 중요한 패킷은 항상 전달되고
덜 중요한 패킷은 삭제됩니다.혼잡 관리는 다음과 같은 대기열 메커니즘으로 구성됩니다.

우선순위 대기열 처리●

클래스 기반의 가중 공정 대기열 처리●

혼잡 방지는 의도적인 패킷 삭제를 기반으로 합니다.TCP 연결의 윈도우 크기는 왕복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따라서 이러한 의도적인 삭제는 소스 디바이스의 패킷 전송 속도를 저하시킵니다.혼잡
방지에는 WRED(Weighted Random Early Detection)가 사용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구현한 후에도 원치 않는 출력 삭제가 계속되는 경우 회선 속도를 높여야 합니
다.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명령

다음은 대기열 삭제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몇 가지 명령입니다.

show interfaces switching●

show interfaces stats●

ip accounting mac-address●

show interfaces mac-accounting●

Cisco 디바이스로부터 show interfaces 명령의 출력을 얻는 경우 Cisco CLI Analyzer를 사용하여 잠
재적인 문제와 해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Cisco CLI Analyzer를 사용하려면 등록된 고객으로
로그인한 상태여야 하고 JavaScript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www.cisco.com/en/US/docs/ios/12_1/wan/configuration/guide/wcdx25.html#100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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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way.cisco.com/go/sa/
//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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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 interfaces switching

설명

이 명령은 인터페이스에서 전송 및 수신된 패킷의 수를 스위칭 경로 기준으로 분류하여 표시합니다
.이 명령은 숨겨져 있습니다.

형식

show interfaces [type number] switching

샘플 출력

Ethernet0/0

               Throttle count          0

             Drops         RP          0      SP  0

       SPD Flushes       Fast          0     SSE  0

       SPD Aggress       Fast          0

      SPD Priority     Inputs         86   Drops  0

          Protocol       Path    Pkts In   Chars In   Pkts Out   Chars Out

             Other    Process         75       6728         79        4740

                 Cache misses          0

                         Fast          0          0          0           0

                    Auton/SSE          0          0          0           0

                IP    Process        142      11929         35        5169

                 Cache misses          0

                         Fast          0          0          0           0

                    Auton/SSE          0          0          0           0

         AppleTalk    Process          0          0         25        1635

                 Cache misses          0

                         Fast          0          0          0           0

                    Auton/SSE          0          0          0           0

           DEC MOP    Process          0          0          2         154

                 Cache misses          0

                         Fast          0          0          0           0

                    Auton/SSE          0          0          0           0

               ARP    Process         56       3580         13         780

                 Cache misses          0

                         Fast          0          0          0           0

                    Auton/SSE          0          0          0           0

               CDP    Process         90      26906         27        8900

                 Cache misses          0

                         Fast          0          0          0           0

                    Auton/SSE          0          0          0           0

필드 정의
<protocol> 프로
세스

처리된 패킷 수.여기에는 라우터를 목적지로 하는 패킷과 해당 스위칭 캐시 테이블에 항목이
없는 패킷이 포함됩니다.

누락 캐시 수 프로세스 레벨을 통해 전달된 패킷(고속 스위칭 캐시에 항목이 없기 때문임).
빠름 인터럽트 레벨에서 전달된 패킷.

show interfaces stats

설명



이 명령은 show interfaces switching 명령과 유사합니다. 프로세스 스위칭, 고속 스위칭(모든 고속
스위칭 경로) 및 분산 스위칭(VIP 지원 플랫폼의 경우)이 수행된 패킷 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명령은 숨겨져 있습니다.

형식

show interfaces [type number] stats

샘플 출력

Router#show interfaces stats

FastEthernet8/0/0

          Switching path    Pkts In   Chars In   Pkts Out  Chars Out

               Processor         64      38646        323      32790

             Route cache     477985  611343050      14815   18948150

       Distributed cache          0          0       3564    4558356

                   Total     478049  611381696      18702   23539296

Serial12/0/0

          Switching path    Pkts In   Chars In   Pkts Out  Chars Out

               Processor         37       3783         36       2299

             Route cache      14815   18800000      45118   59862772

       Distributed cache       3450    4378520          0          0

                   Total      18302   23182303      45154   59865071

Interface Serial12/0/1 is disabled

...

ip accounting mac-address

설명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 명령입니다.이 명령은 수신되거나 전송된 패킷을 소스 또는 대상 MAC 주
소 기준으로 분류하여 알려줍니다.

형식

ip 계정 mac 주소 {input|output}

show interfaces mac-accounting

설명

exec 명령입니다.전송하고 수신한 패킷의 수를 소스와 대상 MAC 주소 기준으로 분류하여 알려줍
니다.

형식

show interfaces [type number] mac-accounting

샘플 출력



router#show interfaces ethernet 0/0 mac-accounting

Ethernet0/0

  Input(494 free)

    0000.0c5d.92f9(58 ):  1 packets, 106 bytes, last: 4038ms ago

    0004.c059.c060(61 ):  0 packets, 0 bytes, last: 2493135ms ago

    00b0.64bc.4860(64 ):  1 packets, 106 bytes, last: 20165ms ago

    0090.f2c9.cc00(103):  12 packets, 720 bytes, last: 3117ms ago

                  Total:  14 packets, 932 bytes

  Output (511 free)

    0090.f2c9.cc00(103):  8 packets, 504 bytes, last: 4311ms ago

                  Total:  8 packets, 504 bytes

관련 정보

성능 튜닝 기본 사항●

인터페이스의 입력 대기열 오버플로●

인터페이스의 출력 대기열 오버플로●

Cisco 12000 Series 인터넷 라우터의 입력 삭제 문제 해결●

Technical Support - Cisco Systems●

//www.cisco.com/en/US/products/sw/iosswrel/ps1831/products_tech_note09186a00800a7306.s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products/hw/modules/ps2643/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a8c.s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products/hw/modules/ps2643/products_tech_note09186a00801177e2.s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en/US/products/hw/routers/ps167/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320.shtml?referring_site=bodynav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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