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x500 Series Stackable Switch의 QoS(Quality of
Service) 정책 클래스 맵 컨피그레이션 

목표
 

QoS(Quality of Service) 정책은 인터페이스의 트래픽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사전 정의된 규
칙으로 구성됩니다.이 명령은 포트에서 파일 전송 트래픽 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제한을 적용
하는 데 사용됩니다.이렇게 하면 대역폭이 초과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맵은 동일
한 트래픽 흐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패킷의 유형을 정의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Sx500 Series Stackable Switch에서 QoS 정책 클래스 맵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
 

·SX500 Series Stackable Switch
  

소프트웨어 버전
 

•1.3.0.62
  

정책 클래스 맵
 

1단계.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고 QoS(서비스 품질) > QoS 고급 모드 > 정책 클래스 맵
을 선택합니다.Policy Class Maps 페이지가 열립니다.
 

 
2단계. Policy name(정책 이름) 드롭다운 목록에서 정책을 선택합니다.
 
참고:새 정책을 만들려면 정책 테이블을 클릭하십시오. 정책 이름을 구성하려면 이 문서의 정
책 테이블 구성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3단계. Go(이동)를 클릭하여 정책에 정의된 클래스 맵 목록을 표시합니다. 
 

 
4단계. Add를 클릭하여 정책에 새 클래스 맵을 추가합니다. 
 

 
5단계. Class Map Name 드롭다운 목록에서 정책에 추가할 클래스 맵을 선택합니다.
 
참고:클래스 맵은 클래스 매핑 페이지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이 컨피그레이션은 Sx500 Series
Stackable Switch에서 QoS 클래스 매핑 정의의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6단계. 조치 유형 필드에서 원하는 조치에 해당하는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이 작업은 일
치하는 모든 패킷의 인그레스 CoS/802.1p 및/또는 DSCP(Differential Services Code Point) 값
을 처리합니다.
 

·Use Default Trust Mode(기본 신뢰 모드 사용) - 인그레스 CoS/802.1p 및/또는 DSCP 값을
무시합니다.일치하는 패킷은 최대한 많이 전송됩니다.
 
·Always Trust — 스위치가 일치하는 패킷의 CoS/802.1p 및 DSCP를 신뢰합니다.패킷이 IP
패킷인 경우, 스위치는 패킷의 DSCP 값과 DSCP를 대기열 테이블로 기반으로 패킷을 이그
레스 대기열에 넣습니다.패킷이 비 IP 패킷인 경우, 스위치는 패킷의 CoS/802.1p 값과
CoS/802.1p to Queue Table을 기반으로 패킷을 이그레스 대기열에 넣습니다.
 
·설정 — 드롭다운 목록에서 일치하는 패킷과 관련된 모드를 선택합니다.
 

- DSCP — 값을 입력하여 New Value(새 값) 필드에 이그레스 대기열(0-63)을 확인합니다
.이 값은 DSCP 및 DSCP to Queue 테이블을 기반으로 합니다.
 
- 대기열 — 값을 입력하여 새 값 필드에 이그레스 대기열(1-4)을 결정합니다.
 
- CoS/802.1p — New Value(새 값) 필드에 이그레스 대기열(0-7)을 결정하는 값을 입력합
니다.이 값은 CoS/802.1p 우선순위 값과 CoS/802.1p to Queue 테이블을 기반으로 합니다.
 



 
7단계. 원하는 폴리서 유형에 해당하는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없음 — 정책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단일 — 단일 폴리서가 사용됩니다.단일 폴리서는 단일 클래스 맵에 QoS를 적용하고 폴리
서의 QoS 사양을 기반으로 단일 플로우를 적용합니다.Single(단일)을 선택한 경우 9에서
11까지의 단계를 수행합니다.
 
·집계 — 집계 정책이 사용됩니다.집계 폴리서는 하나 이상의 클래스 맵과 하나 이상의 흐름
에 QoS를 적용합니다.
 

 
8단계. 7단계에서 Aggregate(집계) 라디오 버튼을 클릭한 경우 Aggregate Policer(집계 폴리
서) 드롭다운 목록에서 종합 폴리서를 선택합니다.
 



참고:Aggregate Policer 페이지에서 집계 폴리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이 컨피그레이션은 Sx
500 Series Stackable Switch의 QoS 고급 모드에서 Aggregate Policer를 참조하십시오.
 

 
9단계. Police Type(경찰 유형) 필드에서 Single(단일) 라디오 버튼을 클릭한 경우 CIR(Ingress
Committed Information Rate) 필드에 초당 비트 수로 측정된 CIR(Committed Information
Rate) 값을 입력합니다.인그레스 인터페이스에서 수신할 수 있는 평균 최대 데이터 수입니다
.이 속도를 초과하면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10단계. CBS(Ingress Committed Burst Size) 필드에 최대 버스트 크기(CIR을 초과하는 경우
에도)를 바이트 단위로 입력합니다.최대 버스트 크기는 링크가 허용 한도를 초과하여 링크의
대역폭을 증가하더라도 링크에서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입니다.
 



 
11단계. 원하는 초과 조치에 해당하는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이 작업은 수신 패킷이
CIR을 초과할 때 수행됩니다.
 

·없음 — 아무 작업도 수행되지 않습니다.
 
·삭제 — 정의된 CIR 값을 초과하는 패킷은 삭제됩니다.
 
·Out of Profile DSCP — 정의된 CIR을 초과하는 IP 패킷은 Out of Profile DSCP 매핑 테이블
에서 파생된 새 DSCP와 함께 전달됩니다.
 

 
12단계. 적용을 누릅니다.
  

정책 테이블 컨피그레이션
 

1단계. 웹 구성 유틸리티에 로그인하여 QoS(서비스 품질) > QoS 고급 모드 > 정책 테이블을 
선택합니다.Policy Table 페이지가 열립니다.
 



 
2단계. Add(추가)를 클릭하여 정책 이름을 추가합니다.Add Policy Table 창이 나타납니다.
 

 
3단계. New Policy Name(새 정책 이름) 필드에 정책 이름을 입력합니다.
 
4단계. 적용을 클릭하여 설정을 적용합니다.
 

 

 
5단계. (선택 사항) Delete(삭제)를 클릭하여 정책 이름을 삭제합니다.
 
참고:  Policy Class Map Table(정책 클래스 맵 테이블) 페이지로 이동하려면 Policy Table(정
책 테이블) 페이지에서 Policy Class Map Table(정책 클래스 맵 테이블)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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