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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 문서에서는 Cisco/StrataCom IPX 스위치 소프트웨어의 실시간 조절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합니
다.실시간 스로틀에서는 스로틀의 정의와 조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Specific Throttles는 특
정 메커니즘, 세부 조정, 트레이드 오프 및 릴리스별 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실시간 개선 방법을 설
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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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하십시오.

실시간 조절

실시간 스로틀은 PCC 카드가 수행하는 작업의 양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입니다.스로틀(throttle)을
사용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업을 줄이거나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PCC 카드를 사용하여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때때로 특정 메커니즘으로 수행하는 작업이나 작업을 제한하면 부
정적인 영향이 거의 없으며, 실시간으로 제한되거나 중요 수준에 근접하는 시스템에서 선호됩니다
.이 문서에서는 이러한 조절에 대해 설명하며, 사용 가능한 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해 특정 네트워크
환경에서 가장 적절하게 약화된 작업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정 조절

통신-실패 테스트 스로틀 I

설명

Communication Failure 테스트는 IPX 시스템에서 테스트 패턴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없는 트렁
크를 식별하며 노드 내의 각 트렁크를 통해 주기적으로 네트워크 테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구성됩니다.통신 실패 간격 및 통신 실패 최소 컨피그레이션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조절을 수행합니
다.Comm Fail Interval 매개변수는 노드 내의 모든 트렁크의 주기 시간을 정의합니다.따라서 10개의
라인이 있는 노드에 대해 주기 시간이 5분으로 설정되면 30초마다 한 개의 일반-실패 테스트가 실
행됩니다.Comm Fail Minimum 매개 변수는 계산 간격이 작을 경우 최소 기간을 정의하고 이전 매개
변수를 재정의합니다.

통신 실패 테스트는 릴리스 6.3에서 수정되며 각 트렁크에서 독립적으로 실행되도록 예약되어 있습
니다.또한 Comm Fail Minimum 매개 변수는 Comm Fail Multiplier 매개 변수로 대체됩니다. 이 두
매개 변수는 모두 수정된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통신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트렁크는 매 간격 * 멀티플라이어 밀리초를 테스트하도록 예약됩니다.통신 오류가 진행 중인 트렁
크는 간격 밀리초마다 테스트하도록 예약됩니다.간격 및 승수 구성 값을 늘리면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작업이 분산됩니다.

트레이드 오프

통신 중단이 정보 제공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경우 트레이드오프가 최소화됩니다.진단은 더 오래
걸린다.통신-중단으로 인해 연결 저하가 발생하는 네트워크의 경우, 진단되지 않은 오류 트렁크가
발생하면 일반-장애 선언 전에 일반-브레이크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이전의 오류는 알 수 없는 이유
로 원격 노드와 통신할 수 없음을 나타내며, 연결 저하가 발생하는 반면 후자의 장애가 발생하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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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연결 재라우팅(확인된 불량 트렁크 주변)이 발생합니다.

구성

명령
매개
변수
이름

6.1 6.2 6.3 단위

CNFNODEVM

통신
실패
간격

5000 5000 10000 밀리초

통신
실패
최소

700 700 - 밀리초

통신
실패
승수

- - 3 -

통신-실패 테스트 스로틀 II

설명

Communication Failure 테스트 패턴(테스트 패킷에 삽입되는 페이로드)은 구성 가능하며, 작업을
줄이기 위해 단축될 수 있습니다.기본 컨피그레이션은 패킷 2개 또는 패킷 1개로 줄일 수 있는 3개
의 패킷입니다.

트레이드 오프

테스트 패턴이 짧을수록 성능이 우수하지 않습니다.Comm-Fail Test Throttle I에서 설명한 트레이드
오프도 여기에 적용됩니다.

구성

명령
매개
변수
이름

6.1 6.2 6.3 패킷 단위

cnfcftst
없음 30 30 30 3 바이트
없음 16 16 16 2 바이트
없음 2 2 2 1 바이트

통신-실패 테스트 스로틀 III

설명

통신 실패 테스트는 전환 후 즉시 실행되거나 통신 실패 지연 구성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재구축되
는 즉시 실행에서 지연될 수 있습니다.이 메커니즘의 작동으로 회선이 통신 실패 상태를 종료하지
만 이 타이머가 만료될 때까지 통신 실패 상태를 입력하지 않습니다.이 메커니즘은 일반적으로 스
위치오버 또는 재구축 후 발생하는 CPU 사용량의 피크 기간을 처리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며



, 이는 정체 시스템이 원인으로만 잘못 선언되었습니다.잘못된 선언은 시스템 정체를 추가합니다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트렁크를 중심으로 연결 재라우팅을 시작합니다.이 스로틀은 통신
-실패 테스트를 통해 알려진 취약한 기간을 방지하고 실시간 사용량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올 때 다
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트레이드 오프

타이머가 만료될 때까지 잘못된 트렁크가 탐지되지 않습니다.

구성

명령
매개
변수
이름

6.1 6.2 6.3 단위

CNFNODEVM
통신
실패
지연

- - 60 초

통신 중단 테스트 스로틀 I

설명

네트워크 내의 노드가 다른 노드와 통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상태의 노드는 서로 연결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통신 중단 테스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통신을 재설정하려고 합니다.이 테
스트가 끝나면 노드 간에 실시간 집약적인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가 빈번하게 교환되고 처리가 정
상으로 돌아갑니다.테스트 간 시간 증가는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준
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통신 중단 테스트 스로틀의 근간이 됩니다.전송률 조절은 통신 중단 테
스트 지연 및 통신 중단 테스트 오프셋 구성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제어됩니다.두 매개 변수는 모두
통신 중단 테스트 시작 사이의 시간 간격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이전 매개변수는 여러 노드에
연결할 수 없으며, 노드 수가 적으면 후자의 매개변수가 사용됩니다.아래 구성 테이블에 나타나는
통신 중단 테스트 지연과 통신 중단 테스트 오프셋 간의 기본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서로 다른
2단계 제한 시간 기능을 구현하려면 Cisco/StrataCom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참조하십시오.

트레이드 오프

Comm-Break 선언이 정보 제공인 네트워크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습니다.통신 중단 선언으로 인
해 연결 저하가 발생하는 네트워크에서 서비스에 대한 끊어진 연결의 복원은 더 오래 걸립니다.

구성

명령 매개 변
수 이름 6.1 6.2 6.3 단위

CNFNODEVM

통신 중
단 테스
트 지연

10000 30000 30000 밀리초

통신 중
단 테스
트 오프
셋

10 10 10 -



통신 중단 테스트 스로틀 II

설명

Communication Break 테스트 패턴 길이는 1패킷, 4패킷 또는 16패킷 메시지에서 구성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줄이기 위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트레이드 오프

짧은 테스트 패턴은 더 긴 패턴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한 줄은 잘못 선언될 수도 있고 나중에 악성
으로 선언될 수도 있습니다.이 부작용은 정보 통신-브레이크가 있는 네트워크에서 최소한으로 나타
납니다.

구성

명령 매개 변수
이름 6.1 6.2 6.3

cnfcbtst 없음 화면 참조 화면 참조 -

업데이트 지연 제한

설명

PCC 전환 직후 데이터베이스는 스위치드 노드의 제어하에 노드별로 정기적으로 교환되거나 업데
이트됩니다.노드 간 업데이트 시간 확장은 업데이트 지연 제한 뒤에 있는 이론입니다.전송률 조절
은 Update Initial Delay 및 Update Per-Node Delay 컨피그레이션 매개변수에 의해 제어됩니다
.Update Initial Delay 매개변수는 첫 번째 노드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대기 기간을 지정하고 Update
Per-Node Delay 매개변수는 나머지 대기 기간을 지정합니다.

트레이드 오프

거의분산형 데이터베이스를 조정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구성

명령 매개 변
수 이름 6.1 6.2 6.3 단위

CNFNODEVM

초기 지
연 업데
이트

1000 5000 5000 밀리초

노드당
업데이트
지연

30000 30000 30000 밀리초

TXR Signaling Throttle I



설명

네트워크 통신 프로토콜은 단일 노드에서 보내는 메시지를 병렬로 처리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StrataCom 네트워크는 단일 스레드 노드-노드 네트워크 통신을 사용하지만, TXR 신호
처리를 사용하는 네트워크에는 다중 스레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조절은 NW Sliding Window Size
컨피그레이션 매개변수로 수행됩니다.기본 컨피그레이션에서는 TXR 시그널링이 없는 것으로 가정
합니다.

트레이드 오프

이 번호가 너무 낮게 설정된 경우 다이얼 펄스 신호 처리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구성

명령 매개 변수
이름 6.1 6.2 6.3 단위

CNFNODEVM NW 슬라이
딩 창 크기 1 1 1

병렬로
처리된
메시지

TXR Signaling Throttle II(릴리스 6.3)

설명

TXR 신호 처리가 있는 시스템에서는 네트워크 통신 처리기 처리에 대한 시간 초과 기간을 미세 조
정할 수 있습니다.이 타이머는 네트워크 처리 기능의 비이벤트 시작을 제어하며 TXR 신호 처리가
있는 시스템의 네트워크 처리를 늘리는 데 사용됩니다.수신 신호 메시지 완료를 조사하기 위해 네
트워크 핸들러 기능의 빈도 증가(시간 제한 감소)가 수행됩니다.이 시간 초과가 없으면 네트워크 처
리기는 발신 메시지가 대기열에 있는 경우에만 시작됩니다.기본 컨피그레이션에서는 TXR 시그널
링이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트레이드 오프

TXR 신호 처리가 없는 시스템에서는 없음

구성

명령 매개 변수
이름 6.1 6.2 6.3 단위

CNFNODEVM NW 하드웨
어 타이머 - - 50 밀리초

적응형 음성 조절

설명

Adaptive Voice 기능은 특정 네트워크 환경에 맞게 맞춤화하여 실시간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이
기능은 사용되지 않는 트렁크 대역폭을 더 높은 등급의 음성 연결로 변환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



습니다.이 프로세스를 표준화라고 합니다.

표준화 시도 빈도와 시도당 표준화된 음성 연결 수는 Adaptive Voice Throttle을 구성합니다.이 조절
에는 표준화 간격, 표준화할 최대 수 및 정합 간격 구성 매개변수가 포함됩니다.Normalization
Interval 매개 변수는 연결을 정규화하는 시도 간격입니다.Max Number to Normalize 매개변수는 표
준화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표준화 시도당 최대 연결 수입니다.Setting Interval은 트렁크 실패 후 표
준화 시도가 수행되지 않는 시간입니다.이를 통해 모든 노드에서 트렁크 대역폭에 대한 적응형 음
성 기능을 통해 경쟁 없이 라우팅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드 오프

없음.정상화는 이미 고품질의 음성 연결을 능가하는 최소한의 개선입니다.

구성

명령 매개 변수 이
름 6.1 6.2 6.3 단위

cnfcmparm

정규화 간격 2 2 2 분
표준화할 최
대 수 5 5 5 연결

간격 조정 4 4 4 분

번들링 스로틀 재라우팅

설명

단일 시도에서 라우팅할 수 있는 최대 연결 수는 Maximum Routing Bundle 컨피그레이션 매개변수
로 구성됩니다.다수의 소규모 연결 번들을 라우팅하면 더 긴 기간 동안 라우팅 작업을 매끄럽게 하
는 효과가 있습니다.더 나은 로드 밸런싱은 작은 번들의 이점도 있습니다.

트레이드 오프

라우팅이 필요한 번들 크기를 초과하는 연결이 지연됩니다.일부 연결 유형에서는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네트워크에서 라우팅되는 트래픽 유형과 지원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대해 고려해
야 합니다.

구성

명령 매개 변수
이름 6.1 6.2 6.3 단위

cnfcmparm 최대 라우
팅 번들 24 24 24 연결

Reroute 제한

설명



Reroute Timer(경로 재지정 타이머) 및 Reset Timer on Line Fail(회선 장애 시 타이머 재설정) 매개
변수로 라우팅 재설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이전 매개변수는 연결이 라우팅될 때 시작되는 시간
제한을 지정하며, 연결이 만료될 때까지 라우팅 후보 자격을 획득하는 것을 금지합니다.후자의 매
개변수는 on/off 스위치입니다.회선이 실패할 경우 연결 추돌의 추진력이 될 경우 Reroute Timer를
재정의합니다.이 스로틀은 기본 경로에서 간헐적인 트렁크 장애가 발생한 네트워크의 리라우팅 속
도가 느린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예: 전기 스톰과 같은 악천후 상황이 발생한 네트워크).

참고: 릴리스 6.2 이상에서 엔드포인트 오류(제거된 카드, FAILED 카드 등)로 인해 연결이 더 이상
감소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오류에 대해 Reroute Timer가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트레이드 오프

연결은 원하는 시간보다 더 오래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성

명령 매개 변
수 이름 6.1 6.2 6.3 단위

cnfcmparm

라우팅
타이머 0 0 0 초

회선 장
애 시 타
이머 재
설정

예 예 예 예/아니요

다운/업 연결 스로틀

설명

연결이 중단되고 번들 간 시간 초과 기간이 있는 구성 가능한 번들 크기로 업데이트됩니다.Max
Down/Up Per Pass 및 Down/Up Timer 컨피그레이션 매개변수는 번들당 연결 수 및 다음 번들이 업
로드/다운되기 전에 경과해야 하는 시간을 지정합니다.이 기능을 자주 사용하는 네트워크에서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소규모 번들과 긴 번들 간 기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드 오프

없음.

구성

명령 매개 변수
이름 6.1 6.2 6.3 단위

cnfcmparm

패스당 최대
작동 중지
/작동

50 50 50 연결

아래쪽/위쪽
타이머 30000 30000 30000 밀리초



통계 수집 스로틀

설명

통계 수집은 통계 샘플, FRP 포트 샘플링 및 CONN 샘플링 온/오프 스위치로 제한됩니다.이 세 스
위치는 CBUS 메시징 활동을 제어하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같이 실시간 사용량이 가장 많은
기간 동안 통계 수집을 비활성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트레이드 오프

샘플링이 비활성화된 동안 통계가 손실됩니다.

참고: 이러한 매개 변수를 다시 설정한 후 StrataView+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구성

명령 매개 변
수 이름 6.1 6.2 6.3 단위

1/off1 Conn
샘플링 켜짐 켜짐 켜짐 켜기/끄기

스위치

켜기2/끄기2

통계 샘
플 켜짐 켜짐 켜짐 켜기/끄기

스위치
FRP 포
트 샘플
링

켜짐 켜짐 켜짐 켜기/끄기
스위치

연결 우선 순위 범핑 스로틀

설명

시스템 차원의 우선 순위 범핑 기능은 각 연결에 다른 연결에 상대적인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COS(숫자 값)가 할당된 COS(Class-of-Service) 체계를 기반으로 연결을 계속 라우팅합니다.높은
COS와의 연결은 낮은 COS를 가진 연결을 가산하고 원하는 경로를 다시 차지할 수 있습니다.이 기
능은 4개의 컨피그레이션 매개변수로 제한됩니다. 여기에는 패스당 처리된 연결 수, 유휴 처리 사이
의 시간, 다음 COS 처리 시간, 실패한 후보 재시도 사이의 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 매개변수는 각 COS에 대한 여러 하위 단계로 구성된 패스당 후보 연결 수를 지정합니다.하
위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한 COS와의 후보 연결이 식별됩니다.1.
COS 연결이 더 낮습니다.2.
더 높은 COS 연결이 라우팅됩니다.3.
다음 COS를 시작하기 전에 피쳐가 대기합니다.4.

두 번째 및 세 번째 매개변수는 가공 패스와 COS 처리 사이의 대기 기간 길이를 각각 지정합니다
.최종 매개변수는 경로 보안에 실패한 연결이 범프 경쟁에 다시 참여할 수 있기 전에 경과해야 하는
대기 기간을 지정합니다.시간 초과 기간 연장 및 시간 경과에 따라 작업량이 이동하는 패스당 연결
수 감소



트레이드 오프

라우티드 연결 및 라우팅되지 않은 연결의 원하는 상태가 도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구성

명령 매개 변수
이름 6.1 6.2 6.3 단위

cnfcmparm

연결 수... 2000 2000 2000 연결
유휴 프로
시저 간 시
간..

60 60 60 연결

다음 COS
처리 시간 45 45 45 연결

실패한 간
의 시간.... 10 10 10 연결

진단 제한

설명

백그라운드 진단 및 Selftest 실행은 비활성화된 경우 덜 자주 실행되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테스
트는 카드 유형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드 오프

진단할 수 있는 실패는 식별되는 데 더 오래 걸리거나 식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성

명령 매개 변
수 이름 6.1 6.2 6.3

cnftstparm
사용 사용 사용 사용
시간 초
과

화면 참
조

화면 참
조

화면 참
조

실시간 프로파일러 스로틀

설명

실시간 프로파일러는 주기적으로 스냅샷을 생성하여 표시하기 위해 메모리에 저장하는 실시간 프
로파일러에 의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됩니다.간격 시간으로 식별되는 이 기간을 늘려 PCC 작업 로
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트레이드 오프

정보는 더 적은 데이터 포인트(문제 해결 능력 상실)로 표시됩니다.



구성

명령 매개 변
수 이름 6.1 6.2 6.3 단위

cnfprfparm 간격 시
간 20 20 20 초

대기 PCC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제한(릴리스 6.3 이상만 해당)

설명

스탠바이 PCC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는 스탠바이 업데이트 타이머 및 Stby Updts Per Pass 구성
가능 매개변수로 조절됩니다.Standby Update Timer 매개변수는 각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전달과
Stby Updts Per Pass 매개 변수 사이의 시간을 제어하며 패스당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베이스 수를
제어합니다.작업 로드를 원활하게 하려면 제한 시간을 연장하고 전달당 전송되는 데이터베이스 수
를 줄입니다.

트레이드 오프

예기치 않은 전환 또는 재구축으로 구성 가능한 정보(예: 연결, 트렁크, 구성 가능한 매개변수)가 손
실될 수 있습니다. 이 스로틀을 사용하면 취약성의 창이 열립니다.그러나 이 위험은 과거에 거의 실
질적인 문제를 제시하지 못했다.

구성

명령 매개 변수
이름 6.1 6.2 6.3 단위

CNFNODEVM

대기 업데
이트 타이
머

- - 10 초

패스당
stby
updts

- - 30 데이터베이스

다운로드 제한

설명

다운로드는 RMT Blk Freq, RMT Blk Size, LCL Blk Freq 및 LCL Blk Size 구성 매개변수로 조절됩니
다.원격 매개변수는 인터노드 다운로드를 참조하며, 로컬 매개변수는 액티브-투-스탠바이 PCC 다
운로드 및 StrataView+에서 액티브 PCC로의 다운로드를 참조하십시오.

블록 빈도(읽기 시간 초과)를 늘리고 블록 크기를 줄여 더 긴 시간 동안 작업을 분산합니다.

트레이드 오프

다운로드를 완료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구성

명령 매개 변수
이름 6.1 6.2 6.3 단위

cnfdlparm

르트블크
프레크 100 100 100 밀리초

RMT 블록
크기 0x400 0x400 0x400 바이트

Lcl Blk
Freq 100 100 100 밀리초

Lcl 블록
크기 400 400 400 바이트

전역 연결 리라우팅 제한(릴리스 6.3 이상)

설명

전역 연결 재라우팅은 게이트웨이 ID 타이머 및 GLCON 할당 타이머 구성 가능 매개변수로 조절됩
니다.이러한 매개변수는 전역 연결을 라우팅하는 데 필요한 3단계 중 2단계를 조절합니다.글로벌
연결 라우팅 단계에는 게이트웨이 식별, GLCON 할당 및 라우팅이 포함됩니다.

Gateway ID Timer expiration(게이트웨이 ID 타이머 만료)은 패스당 감소된 전역 연결 수
(cnfcmparm 참조)까지 게이트웨이 노드를 식별하는 검색을 시작합니다.연결 도메인을 입력하고 종
료할 게이트웨이 노드는 연결 마스터 노드의 각 연결에 대해 식별됩니다.이 시간 초과를 연장하여
더 긴 기간에 걸쳐 원활한 라우팅 작업을 수행합니다.

GLCON 할당 타이머 만료는 이전 단계에서 식별된 게이트웨이 노드에서 GLCON 데이터 구조의 할
당을 시작합니다.이 시간 초과를 연장하여 더 긴 기간에 걸쳐 원활한 라우팅 작업을 수행합니다.

트레이드 오프

전역 연결을 라우팅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구성

명령 매개 변수 이
름 6.1 6.2 6.3 단위

CNFNODEVM

게이트웨이 ID
타이머 - - 30 초

GLCON 할당
타이머 - - 30 초

관련 정보

WAN 스위칭 제품의 새로운 이름 및 색상 가이드●

다운로드 - WAN 스위칭 소프트웨어(등록된 고객만 해당)●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http://www.cisco.com/en/US/products/hw/switches/ps525/products_tech_note09186a0080094bd2.shtml?referring_site=bodynav
http://tools.cisco.com/support/downloads/go/Redirect.x?mdfid=274259371&referring_site=bodynav
http://tools.cisco.com/RPF/register/register.do
http://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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